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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인천대학교 유아 · 숲 · 자연교육학과 박사과정1,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not only classify the latent class according to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Grades 1–3, but als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Methods: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were analyzed from wave 7 (2014) to wave 10 (2017). The growth mixture model was 
applied to derive the latent class according to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the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Grades 1–3.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whether school readiness, social competence, play interaction, play interference, and play 
interruption affected the latent class classification of school adjustment.
Results: First, the growth trajectory of the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revealed the latent groups of 
2 to 3. Second, the potential groups of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tudents in Grades 1–3 were 
identified as follows: (1) adaptation-decreasing, (2) high adaptation-stable, (3) adaptation-increasing, and 
(4) low adaptation-stable. Third, the factors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latent class types of school 
adjustment were school readiness, social competence, and play interferen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e growth trajectori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improving school readiness, social competence, 
and play competence, which affect school adjustment trajectories.

Keywords : school adjustment, school readiness, social competence, play interaction, play 
interference, play interruption, growth mixture model,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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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학교는 한 사회의 가치관을 전달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 지식 습득과 함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한다.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학교는 다양한 활동과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장이며, 학습자는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

하면서 배움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유아기

를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은 학교라는 맥락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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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새로운 발달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도전적인 과제

이며, 초등학교에 대한 원활한 적응은 이후 시기의 성공적인 

발달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학교교육 목표를 달성하

는데 기여한다(Oh & Lee, 2019; Richman, Bowen, & Woolley, 

2004). Ladd, Kochenderfer와 Coleman (1996)은 아동이 학교환

경 안에서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

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 정도로 학교적응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라는 

맥락 속에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주어지는 수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의 학교적응을 고찰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횡단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해 왔으나(S. A. Lee & Lim, 2019; Yi 

& Jun, 2019), 소수의 선행연구에서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이 연구된 바 있다(Jeon, Kim, & Hong, 

2020; E.-J. Kim, 2009).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

적응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E.-J. Kim, 2009),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J. Lee, Kang, Lee, & Yi, 2015). 나아가 일부 선행연구에

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종

단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시기

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적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S. Choi & Yoo, 2019; E. Lee, Lee, & Hong, 2016; Y. Lee 

& Chung, 2016; Nam & Kim, 2017).

한편, 앞서 살펴본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적 분석 연구는 대

부분 잠재 성장 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사용하

고 있다. 잠재 성장 모형은 다양한 시점, 즉 시간에 따른 변화

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아동의 학교적응 수

준이 같은 추이로 변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 아동이 적

응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궤적으로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지

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Hedeker, 2004). 이와 같

은 한계점을 보완하는 분석 방법으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초

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

이다. 해당하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Jeon 등(2020)은 저

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유형을 분석하여 감소 집단, 증가 

집단, 저수준유지 집단, 고수준유지 집단의 4개 유형으로 제안

하였다. 또한, Nam과 Kim (2017)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을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

석하여 고적응 유지군, 저적응 유지군, 점진적 적응증가군, 점

진적 적응감소군, 점진적 미세 감소군의 5개 유형으로 제안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하여 초등학교 1-3학년까지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학교적응에는 학교생활

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의 네 가지 하위요인

이 포함되므로, 초등학교 1-3학년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을 하

위요인별로 고찰하겠다.

한편,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실행되어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

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에 초

점을 두어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United States,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과 Goal 1 Technical Planning Group (1995)

은 학교준비도에 대하여 취학 전 유아가 초등학교에 진학 후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하여 준비된 상태

로 정의한 바 있다. 즉, 학교준비도는 인지발달과 함께 학습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능력의 영역을 포

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Her & Kim, 2020). 취학 전 유아

가 유아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아동

기의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

의 학교준비도는 초반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요구

되는 의미 있는 변인이다(Her & Kim, 2020; S. A. Lee & Lim, 

2019). 즉, 유아의 높은 학교준비도는 성공적인 학교생활 수행

을 지원하여 안정된 전이(Ramey & Ramey, 2004)를 가능하도

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따라 초

등학교에서의 적응수준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

(An, 2014). 이와 함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학교준비

도가 이후의 발달 및 학업성취 등에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 S. Kim, 2013; J. Kim, 

2019; Rouse & Fantuzzo, 2009).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

인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이란 타인

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술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한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공유하는 규범을 이

해하며, 나아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사회적인 상황에 적합

하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인 자

원을 통합하는 능력을 뜻한다(Raver & Zigler, 1997).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사회적 유능감을 고찰한 선행연

구 결과를 살펴보면,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가진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적응에 있어서도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다(Kang & 

Lee, 2001; S. Lee & Oh, 2019; S. A. Lee & Lim, 2019). 사회적 



47  Trajectories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nd Factors

유능감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사의 가르침에도 긍정적으로 잘 따르

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Gresham & Elliott, 1990). 초등학

교 적응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아의 사회적 유

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도 보고된 바 있으며(Yeom 

& Moon, 2008),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연구 결과(K.-H. Lee, 2018)를 통해 사회적 유능

감의 장기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이같이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관한 일관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

적 유능감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유아기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고찰한 바 있다. 유아기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은 놀이상호작

용과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들 하위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학교적

응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놀이상호작용이란 또

래와의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또래들을 도와주거나 격

려하는 등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Park, Ma, 

& Chon, 2004). 놀이상호작용과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기의 활발한 놀이상호

작용은 초등학교 진학 후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E. J. Choi & Kim, 2020). Ladd (2005)는 또

래와의 놀이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유아는 초등학

교 진학 후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우수함을 보고했다. 이와 함

께 또래와 놀이 시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보이는 유아의 경

우 초등학교 진학 후 학업성취 또한 높게 나타났다(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유아의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이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또 다른 하위요인으로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있다. 이들 하위요인은 또래 놀이와 관련된 부정

적인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측면의 놀이상호작용과 구분된다. 

먼저 놀이방해는 공격적 행동과 자아통제의 결여와 관련된 또

래 놀이 상호작용의 부정적 차원을 의미한다(Park et al., 2004). 

즉, 놀이방해는 또래와 놀이를 위한 상호작용을 지속하기보다

는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행동 특성을 포함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유아기의 놀이방해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유아의 놀이방해 수준은 

초등학생의 학업수행 능력이나 교사 또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

과 같은 학교적응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Jung & Chi, 

2006). 다음으로 놀이단절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어

려워하거나 상호작용을 시작하더라도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

용을 연속하여 이어나가지 못하고 놀이를 중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H. Y. Choi & Shin, 2008). 관련 선행연구(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 결과에 

의하면 놀이단절을 많이 보이는 유아의 경우, 심적으로 위축

되어 놀이를 시작하기 어려워하거나 놀이를 시작하더라도 활

발한 상호작용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되어, 또래로부터 무시 

당하거나 거부되는 상황에 놓여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놀이단절은 나아가 

외로움이나 우울 또는 사회적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을 동반하여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 밝혀진 바 있다(Y.-J. Hong, An, Lee, & Choi, 2018). 요약하

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은 학교적응

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 및 놀이단

절의 영향력을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학

교적응과 관련된 유아기의 변인으로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유

능감, 그리고 또래 놀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하위요인인 놀이

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하여 초등학교 1학년~3

학년의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구분하고, 이

에 관련된 변인들로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

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을 선정하여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연

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요인별 변화궤적은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은 어떠한 유형

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미치는 유아

기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

단절의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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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자료 중 연구대상이 만 6세가 되는 7

차년도(2014년) 자료부터 만 9세가 되는 10차년도(2017년) 자

료를 사용했다(PSKC, 2018). 7차년도(2014년)에서 10차년도

(2017년) 각각의 아동의 조사 참여 대상은 각각 1,203명, 1,031

명, 930명, 633명이며 평균 월령은 75개월, 87개월, 99개월, 

112개월이었다.

연구도구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시점 

이상의 종단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령기인 8

차년도(2015년) 조사부터 10차년도(2017년) 조사 중 응답을 

한 번이라도 한 1,440명의 세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영

향요인을 위한 자료로 같은 대상의 학령기 이전 7차년도(2014

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의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으로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상호작

용, 놀이단절, 놀이방해를 활용하였다. 초등학령기 이전의 7차

년도(2014년) 자료에서 변수를 설정하였다.

학교적응 

연구대상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Chi와 Jung (2006)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했다(PSKC, 2018). 본 척도는 총 

35문항, 4가지 하위요인(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

적응, 교사적응)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school life adjustment, 11문항)은 규칙 및 질서

에 대한 적응, 교사의 요구나 지시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 학

업수행적응(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11문항)은 활동

의 의욕성, 수업시간의 활동과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한다. 또

래적응(peer adjustment, 8문항)은 친구들과의 갈등 해결의 형

태,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 교사적응(teacher 

adjustment, 5문항)은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선생님

께 도움을 잘 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대상 아동의 담임교

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8차년

도(2015년)∼10차년도(2017년)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점수

와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적응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8차

년도는 학교생활적응 .96, 학업수행적응 .94, 또래적응 .94, 교

사적응 .84, 전체 .97이며, 9차년도는 학교생활적응 .96, 학업

수행적응 .94, 또래적응 .93, 교사적응 .81, 전체 .97로 나타났

고, 10차년도는 학교생활적응 .95, 학업수행적응 .94, 또래적

응 .94, 교사적응 .82, 전체 .97이었다.

학교준비도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알아보기 위해 Murphey와 

Burns (2002)의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 척도를 사용했다

(PSKC, 2018). 본 척도는 총 22문항, 4가지 하위요인(사회 정

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 

정서 발달(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6문항)은 다른 아

이들과 놀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며, 학습에 대

한 태도(approach to learning, 8문항)는 열정, 호기심, 끈기와 

같은 성향을 의미한다. 의사소통(communication, 3문항)은 수

용 및 표현을 의미하며,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5문항)은 학습자료의 내용

과 목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

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

점)로 응답하는 4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준비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사회적 유능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Gresham과 Elliott 

(1990)가 개발한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Suh (2004)

가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취학 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

도(K-SSRS)를 사용했다(PSKC, 2018). 본 척도는 총 21문항, 3

가지 하위요인(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주장성(assertiveness, 5문항)은 

놀이를 할 때 다른 아이에게도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것을 의미

하며, 협력성(cooperation, 9문항)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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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단체 활동에 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통제

(self-control, 7문항)는 친구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자신의 의견 양보하기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육아

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3점)로 응답하는 3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

회적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유능감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92이었다.

또래 놀이 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Fantuzzo 등(1998)이 개

발하고 H. Y. Choi와 Shin (2008)이 번역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PSKC, 2018). 본 척도는 총 30문항, 3가지 하위요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놀이상호작용(play interaction, 9문

항)은 놀이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놀이방해

(play disruption, 13문항)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 등

을 의미한다. 놀이단절(play disconnection, 8문항)은 위축되거

나 친구에게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아지

원기관의 담임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항상 그렇다(4점)로 응답하는 4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있어 하위요인별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놀

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

인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놀이상호작용 .81, 놀이방해 

.88, 놀이단절 .89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

과 AMOS 21.0 (IBM Co., Armonk, NY) 및 Mplus 7.4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한 빈도분석과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를 실

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별로 서

로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인 초등학

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요인별 변화궤적 유형을 알

아보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MM)을 활용하여 3차년도의 데

이터에 대해서 학교적응 하위요인별 궤적을 추정하고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지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인 초등학

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은 어떠한 유형으로 구

분되는지 도출하기 위해 잠재 성장 모형(LGM) 분석을 실시하

여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 간 모형적합도를 비교 후, 전체 집

단 내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는 하위 잠재 계층 성장 모형

을 추정하기 위하여 성장혼합모형(GMM) 분석을 실시했다.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몇 개의 하위계층이 존재하는지 잠재계

층 수 결정하기 위해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

려하였다(Wickrama, Lee, O’Neal, & Lorenz, 2016). 적합도는 

정보준거지수인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 (Bay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 (Sample-size Adjusted BIC), 계층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 지수, 경쟁모형과 적합의 통

계검증을 나타내는 LMR (Lo-Mendell-Rubin), BLRT (LRT 

Bootstrap) 검증 등을 근거로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였

다. 셋째,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MM) 

분석에서 도출한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어

떠한 영향요인에 따라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적응을 예측한다고 

밝혀진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을 선택하여 이들 예측변인을 활용한 조건 모형으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나의 잠재 계층 안에서도 개인차 분

산을 추정하고, 개인차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이론적 전제

(Muthén, 2004)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차 시기를 기준점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치 처리를 위해서 완전정보최대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

하였다. 최종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Results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변인의 평균값(M) 및 표준편차(SD)

를 통하여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여 자료 분포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평

균(표준편차)을 살펴보면, 유아의 학교준비도 M = 3.49 (SD 

= .41), 사회적 유능감 M = 2.53 (SD = .36), 놀이상호작용 M = 

3.09 (SD = .45), 놀이방해 M = 1.93 (SD = .52), 놀이단절 M = 

1.64 (SD = .5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적응 점수는 4개 하



Her and Kim   50

위요인에서 모두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차년도 학교생활적응 M = 4.08 (SD 

= .94), 학업수행적응 M = 3.83 (SD = .86), 또래적응 M = 3.95 

(SD = .81), 교사적응 M = 4.01 (SD = .76)로 나타났으며, 9차년

도 학교생활적응 M = 4.07 (SD = .89), 학업수행적응 M = 3.88 

(SD = .82), 또래적응 M = 3.92 (SD = .78), 교사적응 M = 3.99 

(SD = .70)로 나타났다. 또한, 10차년도 학교생활적응 M = 4.23 

(SD = .83), 학업수행적응 M = 3.99 (SD = .80), 또래적응 M = 

4.09 (SD = .79), 교사적응 M = 4.06 (SD = .74)이었다. 특히 학

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은 3학년 평균 점수가 4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

아졌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 모두 왜도(-1.26∼1.15)는 

절대 값 3 미만, 첨도(-.12∼1.22)는 절대 값 10 미만으로 나타

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 변화궤적 유형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수 결정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 변화궤적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MM)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최적의 잠재계층 수

를 확인하기 1개부터 5개까지 증가시켜가며 잠재계층의 적합

도를 비교하였다. 최종적인 잠재계층의 개수는 통계적인 적

합성과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정보준거지

수(AIC, BIC, SABIC)는 값이 낮을수록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

하며, Entropy 지수는 하나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1에 가

깝고 다른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

한다. 범위는 0−1 사이이며, 대략 .8 이상이면 좋은 분류라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LMR은 이전 모형(집단 수 k−1개)

과 현재모형(집단 수 k개)을 비교하여 p값이 유의하지 않을 경

우 이전 모형이 현재 모형의 적합도보다 더 우수함을 의미한

다(Lo, Mendell, & Rubin, 2001). 첫 번째, 학교생활적응에 대

한 모형 적합도의 경우 AIC와 BIC 값은 완만한 수준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LMR 값은 2개, 3개, 4개의 집단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사례 수는 2개, 3개 

집단이 전체 표본 대비 각 집단 구성의 최소 비율인 5% 이상

을 충족하였으며, 이에 2개 집단과 3개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2개 집단 모형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학업수행적응의 모

형 적합도의 경우 AIC와 BIC의 값은 완만한 수준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LMR은 2개 집단 모형부터 유의하지 않

았다. 이에 2개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표본 대비 

Figure 1. Fin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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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 구성의 최소 비율인 5%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2개 집

단 모형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

째, 또래적응의 모형 적합도의 경우 AIC와 BIC의 값은 완만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LMR은 2개, 3개 집단이 

모형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개 집단과 3개 집단의 모형을 중심으로 적절성을 살

펴본 결과, Entropy 지수가 2개 집단이 3개 집단에 비해 조금 

높게 나왔고,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3개 집단 모형으로 선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네 번째, 교사적응의 

모형 적합도의 경우 LMR은 2개, 3개 및 5개 집단 모형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개, 3개 및 5개 집단을 중심으

로 살펴본 결과, 3개 집단이 전체 표본 대비 각 집단 구성의 최

소 비율인 5%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3개 집단 모형으로 선정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 

변화궤적의 유형별 특성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요인별의 유형별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별 사례수 및 평균을 산출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Figure 2에서 이를 도표화하였다. 하

위요인별 잠재계층의 집단명은 1학년과 2학년 및 3학년의 세 

시점에 나타난 학교적응 수준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명명

되었다. 즉, 세 시점 모두 높은 학교적응을 보이는 고적응 유지 

집단, 점차 증가하는 양상의 적응 증가 집단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의 적응 감소 집단,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적응 방향 

변동 집단이 그것이다.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요인별 변화궤적

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적응은 2개 집단

으로 유형화되었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점을 상회하는 

Table 1
Numbers and Names of the Groups by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Number of class AIC BIC SABIC Entropy
LMR
(p)

BLRT
(p)

Group ratio (%)
1 2 3 4 5

School life adjustment

2 6118.715 6175.312 6140.371 .80 .000 .000 .20 .79

3 5987.897 6059.930 6015.495 .78 .008 .000 .16 .74 .11

4 5909.878 5997.346 5943.346 .78 .007 .000 .73 .08 .03 .16

5 5860.327 5963.231 5899.701 .73 .686 .000 .18 .02 .08 .09 .63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2 6080.122 6136.719 6101.778 .63 .001 .000 .88 .12

3 6053.583 6125.615 6081.145 .60 .380 .000 .78 .11 .11

4 6024.377 6111.846 6057.846 .72 .328 .000 .58 .01 .04 .37

5 5984.987 6087.891 6024.361 .66 .112 .000 .55 .01 .05 .34 .06

Peer adjustment

2 5867.532 5924.129 5889.188 .67 .000 .000 .78 .22

3 5822.096 5883.838 5845.720 .69 .015 .000 .17 .78 .05

4 5809.976 5897.445 5843.445 .65 .360 .000 .03 .05 .16 .76

5 5784.040 5886.944 5823.414 .63 .572 .000 .61 .02 .04 .09 .24

Teacher adjustment

2 5592.656 5638.962 5610.374 .85 .000 .000 .04 .96

3 5546.262 5618.295 5573.824 .69 .001 .000 .86 .05 .09

4 5809.976 5897.445 5843.445 .65 .360 .000 .03 .05 .16 .76

5 5483.582 5586.486 5522.956 .73 .029 .000 .34 .03 .01 .13 .48

Note. N =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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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응 유지(계층 1)가 79.4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계

층 2는 초기에 보통 수준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3.61점까지 상승하여 적응 증가 집단으

로 명명하였다. 둘째, 학업수행적응은 2개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정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는 고적응 유지(계층 1)가 87.86%로 다수를 차

지하였다. 계층 2는 초등학교 2학년에 감소하다가 3학년에 다

시 증가하는 집단으로 적응 방향 변동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또래적응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3개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정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적응 유지(계층 1)가 77.98%로 다수를 차지

하였다. 꾸준히 증가하는 집단은 17.19%, 적응 방향의 변동을 

보이는 집단은 4.81%를 보여주었으나, 3집단 모두 3학년에서

는 4점 이상으로 또래적응성을 보였다. 넷째, 세 개의 잠재계

층으로 구분된 교사적응의 경우, 2/3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고적응 유지(계층 1)에 해당하였다. 한

편 완만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적응 증가(계층 2)는 5.04%, 

적응 감소(계층 3)는 8.99%로 학교적응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아동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91%가량으로 매우 높았다. 초등학

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요인별 잠재계층별 변화궤

적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학교적응 변화궤적 유형

학교적응의 변화궤적 추정

초등학생의 1-3학년의 학교적응을 3개 시점에서 측정한 변

화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GM)으로 무변화모

형과 선형모형을 설정하여 각각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Table 3).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상

대적으로 민감한 χ² 보다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적합 지수들

(TLI, CFI, RMSEA)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적합 지수를 활

용한 평가 기준으로는 선행연구(S. Hong, 2000)에 따라, TLI

와 CFI는 .90 이상일 경우 양호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RMSEA

는 .05 이하일 경우 좋음, .08 이하일 경우 양호, .10 이하일 경

우 보통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석한 결과, 선형모형의  

CFI = .97, TLI = .84, RMSEA = .05 (95%, CI = [.03∼.09])로 모

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 제시된 학교

적응의 선형변화모형 추정치에 의하면 무변화모형은 학교적

응 수준이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 선형모형은 일정한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선형모형

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예측평균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초기치의 예측평균은 3.99 ( p < .001)이고, 변화율의 예측

Table 2
Means and Frequencies of Groups by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Group n (%)
8T

/Grade 1 
9T

/Grade 2
10T

/Grade 3
School life adjustment

  Class 1 High adaptation-stable 1,007 (79.41) 4.48 (.50) 4.35 (.68) 4.39 (.73)

  Class 2 Adaptation-increasing  261 (20.58) 2.55 (.61) 3.05 (.85) 3.61 (.92)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Class 1 High adaptation-stable 1,114 (87.86) 3.83 (.86) 3.88 (.82) 3.99 (.81)

  Class 2 Adaptation-fluctuating  154 (12.45) 3.88 (.86) 3.84 (.84) 4.04 (.75)

Peer adjustment

  Class 1 High adaptation-stable  989 (77.98) 3.94 (.81) 3.93 (.78) 4.08 (.80)

  Class 2 Adaptation-fluctuating    61 (  4.81) 4.10 (.79) 3.72 (.81) 4.02 (.78)

  Class 3 Adaptation-increasing   218 (17.19) 3.96 (.80) 3.91 (.79) 4.14 (.78)

Teacher adjustment

  Class 1 High adaptation-stable 1,090 (85.96) 4.01 (.76) 3.98 (.71) 4.07 (.75)

  Class 2 Adaptation-increasing    64 (  5.04) 3.81 (.78) 3.97 (.70) 3.97 (.64)

  Class 3 Adaptation-decreasing   114 (  8.99) 4.04 (.76) 4.03 (.64) 3.97 (.76)

Note. N = 1,268. 
The result of the 5-point Liker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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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06 ( p < .001)으로 학교적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통계의 추이

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초기치의 분산은 .27 ( p 

< .001)로 유의했으나, 변화율의 분산은 .04 (ns)로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나,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 간 공분산은 -.05 

(ns)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한 결과, 무변화모형 보다 선형모형이 본 연구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수 결정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으로 분

석된 선형모형을 토대로, 전체 집단에서 서로 다른 변화를 보

이는 하위 잠재성장계층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으로 성장혼

합모형(GM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학교적응 변

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2계층부터 

5계층까지 개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모형을 비교하였다

(Table 5). 정보준거지수, Entropy 지수, LMR 검정 결과를 기초

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5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잠재모형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면 5계

층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LMR은 2계층, 4

계층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계층 모형과 4계층 

모형을 중심으로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 수치와 기존 

연구에서 산출된 집단의 개수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적의 모형으로 4계층 모형을 선정하고 이를 최종모형

으로 선정했다. 또한, 1개의 잠재계층이 3.71%로 나타났지만 

Figure 2. Group trend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Grades 1-3 by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Th e unit of the vertical axis is 5-points.

Table 3
Latent Growth Model Fit of School Adjustment

Variables Type of change model χ² df CFI TLI
RMSEA

(95% CI)
School adjustment No change model 29.88 4 .91 .87 .05 (.03 ∼ .06)

Linear change model 8.45 1 .97 .84 .05 (.03 ∼ .09)

Table 4
Latent Growth Model Estimates of School Adjustment

Variables Mean Variance Covariance
School adjustment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 Slope

3.99*** .06*** .27*** .04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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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만이라도 1% 이상이면 의미 있는 잠재계층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Hill, Degnan, Calkins, & Keane, 2006)에 기반

하여 4계층 모형을 최종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 

유형별 특성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의 4가지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별 잠재계수 모수추정치인 초

기치와 변화율의 평균 및 표준오차를 산출하여 Table 6에 제시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 1은 전

체의 210명(16.56%)을 차지하며, 초기에는 약 3.84로 높은 수

준의 학교적응도를 보이지만 이후 유의하게 감소하는 형태

를 보여 적응 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계층 2는 833

명(65.6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1학년~3학년까

지 높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고적응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계층 3은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체 178명

(14.04%)을 차지하며 적응 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계층 4는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일정하게 초기치의 가장 낮은 

Table 5
Fitness Index and Participant Information by Number of Strata in the Growth Mixture Model

Number of class
2 3 4 5

AIC 5140.706 5097.009 5056.218 5023.835
BIC 5197.303 5158.752 5133.396 5116.449
SABIC 5162.362 5120.634 5085.749 5059.272
Entropy     .626     .661     .642     .695
LMR (p)     .000     .055     .197     .126
BLRT (p)     .000     .000     .000     .000
Group ratio (%) 1 1,049 (82.73%)   83 (  6.55%) 210 (16.56%)   66 (  5.21%)

2   219 (17.27%) 965 (76.10%) 833 (65.69%) 778 (61.36%)
3 220 (17.35%) 178 (14.04%)   13 (  1.03%)
4  47 (  3.71%)   48 (  3.79%)
5 363 (28.63%)

Table 6
Estimates for Trajectory Classes of School Adjustment

Group n (%)

Intercept Slope

M SE M SE

Class 1 Adaptation-decreasing 210 (16.56%) 3.84*** .19   -.29 .18

Class 2 High adaptation-stable 833 (65.69%) 4.30*** .03    .06* .03

Class 3 Adaptation-increasing 178 (14.04%) 3.09*** .17    .50** .17

Class 4 Low adaptation-stable  47 (  3.71%) 2.74*** .19   -.10 .13

*p < .05. **p < .01. ***p < .001.

Figure 3. Th e structure of the potential class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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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응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형태를 보이는 아동들로 

47명(3.71%)을 차지하며 저적응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잠재계층별 발달궤적을 Figure 3에 제시하였으며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은 각기 다른 4개의 이질적인 변화궤

적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적응의 잠재계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문제 3인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미치는 유아기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

이방해, 놀이단절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했다(Table 7 참조). 실시된 다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에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이므로 기준집단(reference 

group)을 설정 후 승산비(Odds Ratio [OR])를 활용하여 해석하

였다. 승산비의 해석은 1보다 작을 경우 기준집단에 비해 비교

집단에 포함될 승산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1보다 큰 경우 기준

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포함할 승산이 증가함을 의미한다(S. 

Hong, 2005). 또한, 승산비가 1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속할 승산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 감소 집단을 기준집단

으로 설정하여 고적응 유지 집단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학

교준비도가 증가할 때 적응 감소 집단에 비해 고적응 유지 집

단에 속할 가능성(승산)이 2.16배 증가하고, 사회적 유능감이 

증가할 때 적응 감소 집단에 비해 고적응 유지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승산)이 4.7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 감

소 집단과 고적응 유지 집단을 구분해주는 것은 학교준비도

와 사회적 유능감으로,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유능감이 증가할 

때 고적응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둘

째, 적응 감소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적응 증가 집단

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준비도가 증가할 때 적응 감소 

집단에 비해 적응 증가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승산)이 2.20배 

증가하고, 사회적 유능감이 증가할 때는 적응 감소 집단에 비

해 적응 증가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승산)이 5.3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적응 감소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할 때 적응 감소 집단과 적응 증가 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이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유능감이며,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유능

감이 증가할 때 적응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적응 감소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저적응 

Table 7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Type

Reference group Class 1: Adaptation-decreasing 

Comparative 
group

Class 2
High adaptation-stable

Class 3 
Adaptation-increasing

Class 4 
Low adaptation-stable

B SE OR B SE OR B SE OR

School readiness 1.83 .73 2.16* 1.63 .88  2.20*  -1.39 1.43  .25 

Social competence 1.55 .80 4.71* 1.67 .97  5.33*   1.68 1.63 5.34 

Play interaction  .15 .39 1.16 -.12 .48  .89  -.41  .61  .66 

Play interference  .69 .50 1.99  .32 .58 1.37  1.40  .85  4.05* 

Play interruption -.57 .43  .57 -.23 .53  .79 -1.43  .99  .24 

Reference group Class 2: High adaptation-stable Class 3: Adaptation-increasing
Comparative 
group

Class 3 
Adaptation-increasing

Class 4 
Low adaptation-stable

Class 4 
Low adaptation-stable

B SE OR B SE OR B SE OR
School readiness  .20 .53 1.22  .43 1.16 1.54  .24 1.36 1.27 
Social competence  .12 .61 1.13  .12 1.39 1.13   .001 1.65 1.00 
Play interaction  .27 .34  .77 -.56  .51  .57 -.29  .60  .75 
Play interference  .37 .30  .69  .71  .67 2.03  1.08  .77 2.95 
Play interruption  .33 .29 1.39 -.86  .92  .42 -1.19 1.05  .30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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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집단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놀이방해가 증가할 때 적

응 감소 집단에 비해 저적응 유지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승산)

이 4.0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적응 감소 집

단과 저적응 유지 집단을 구분해 주는 요인은 놀이방해이며, 

놀이방해가 증가할 때 저적응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유능감 및 놀이방해가 유의했음을 보여준다.

Discu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발달궤적 

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미치는 유아기의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유능감, 그리고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상호작

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아동 학교

적응의 하위요인별 변화궤적 유형을 고찰하였다. 하위요인별

로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은 고적응 유지 집단과 적응 증가 집

단의 2개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수행적응은 고적응 유지 

집단과 적응 방향 변동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

래적응은 고적응 유지 집단과 적응 방향 변동 집단, 적응 증가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적응은 고적응 유지 집

단과 적응 증가 집단, 적응 감소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변화궤적 유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학교생활적응의 계층 1은 고적응 유지 집단(79.41%)으로 모

든 시점에서 4점을 넘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계층 2는 

적응 증가 집단(20.58%)으로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점차적으

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의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C. 

Lee, Shon, & Jeong, 2016)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대다수의 

경우 꾸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초반에 다

소 저조한 적응을 보이는 아동이 있더라도 점차 적응 수준이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업수행적응은 계층 1은 고적응 유지(87.86%)로 1-3

학년까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학업수행적응을 보

이는 집단이며, 계층 2는 적응 방향 변동 집단(12.45%)으로 초

등학교 2학년에 감소하다가 3학년에 다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을 나타났다. 학업수행적응은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업시간의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한다(Chi & Jung, 

2006). 저학년 초등학생의 적극적인 학업수행적응은 수업적

응 뿐 아니라, 친구적응, 교사적응, 규칙적응, 환경적응에까지

도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다(E.-J. Kim, 2009; 

K. Lee & Lee, 2013). 이에 본 연구결과는 학령초기의 학업수행

과 관련된 높은 학교적응이 꾸준히 유지될 수도 있는 반면, 감

소했다가 상승하는 등의 변동을 보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또래적응에서 계층 1은 일정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적응 유지 77.98%가 해당되며, 계층 2는 적

응 방향의 변동을 보이는 집단 4.81%, 계층 3은 꾸준히 증가하

는 집단 17.19%가 해당되며, 3집단 모두 3학년에서는 4점 이

상으로 높은 또래적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년이 증가하

면서 친구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래적응이 점차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A.-S. Hong & Cho, 2014)와 맥락

을 같이한다.

넷째, 교사적응은 세 개의 잠재계층으로 고적응 유지(계층 

1), 적응 증가(계층 2), 적응 감소(계층 3) 집단으로 구분되었으

며 적응 감소 집단은 8.99%였지만 학교적응 수준이 점차 증가

하는 아동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91%가량으로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사

의 역할에 따라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교사는 아동

이 학교적응을 돕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E.-J. Kim, 2009)를 지지한다. Lynch와 Cicchetti (1997)는 학생

들이 지각한 교사행동을 통해 교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또래관계, 다양한 학교규칙 등에 대한 가치인식이 생기

며,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

면 교사적응의 경우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심한 관찰과 지

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학교적응 과정은 적응의 하위요인별로 상이한 변화궤적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요인별로 상이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2-3개의 집단유형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동안 진급하면서 학교적응의 정도가 다양한 궤적으로 변

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에서의 가장 큰 인적요인

인 교사와 부모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지원

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은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검증한 결과, 초등

학교 1-3학년의 학교적응 변화유형은 4개 잠재계층으로 유

형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잠재계층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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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특성을 반영한 집단명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응 

감소 집단(16.56%), 고적응 유지 집단(65.69%), 적응 증가 집

단(14.04%), 저적응 유지 집단(3.71%)이다. 본 연구결과는 학

교적응이 시간적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는 측면과 함께 동일한 학년이라도 학교적응 변화궤적이 상이

하다는 선행연구(Jeon et al., 2020; Nam & Kim, 2017)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와 같이 초등학교 1−3학년의 학교적응 발

달궤적을 고찰한 Jeon 등 (2020) 또한 감소, 고수준유지, 증가, 

저수준유지의 4개 잠재계층으로 보고하고 있다. Nam과 Kim 

(2017)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들의 

학교적응 발달궤적을 고찰한 결과 다섯 개의 유형(점진적 적

응감소군, 점진적 적응 증가군, 고적응 유지군, 저적응 유지군, 

점진적 미세 감소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적응은 다양한 양

상의 변화궤적을 보이며, 변화되는 양상은 고학년과 중학교까

지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네 개의 잠재계층을 토대로 변

화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적응 감소 집단은 

초기에는 적응 증가 집단보다 높은 학교적응을 보였으나, 학

년 증가에 따라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고

적응 유지 집단은 가장 많은 아동비율을 차지했는데, 1학년∼

3학년까지 대체로 일정하게 높은 수준으로 학교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초등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형성하게 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높은 학업성취

를 나타내게 되며, 이를 통하여 꾸준히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

으로 보고한 선행연구(Yi & Jun, 2019)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

다. 또한,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적응 수준이 이후 중학교 시기

의 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Chung, 2003) 결

과 및 초등학교 적응이 아동의 인지와 사회·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도 관련된다는 선행연

구( Jason & Glenwick, 1993)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적응 증가 

집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교적응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

다. 또한, 적응 증가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적응에 전혀 어려움이 없던 고적응 유지 집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저적응 유

지 집단은 각 측정 시점 모두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낮은 

학교적응을 보였으며, 시간의 추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학교적응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와 가정에서 학교적응 증가 집단과 관련된 긍정적 영향요

인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학교적응 감

소 집단과 저적응 유지 집단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규명하

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미치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학

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

사가 저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양상을 보

이는 집단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도

움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을 예측하는 변인(학교준비도, 사회적 유

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을 제외한 변인들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유

아기의 학교준비도가 높을수록 적응 감소 집단보다는 고적응 

유지 집단과 적응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학교적응의 높은 초기값을 가지고 있는 학교준비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취학 전 학교준비도가 초

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선행

연구(An, 2014)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둘째,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적응 감소 집단

보다는 고적응 유지 집단과 적응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이는 아동

일수록 높은 학교적응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아동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적응을 위하여 사회적 유능감을 높

여주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

의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교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Kang & Lee, 2001; K.-H. Lee, 2018; S. 

Lee & Oh, 2019; S. A. Lee & Lim, 2019)와 맥락을 같이한다. 셋

째, 유아의 놀이방해가 높을수록 적응 감소 집단보다는 저적

응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저적응 유지 집단은 학교

적응의 초기값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놀이방해가 높을수록 초

기에 학교적응이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서의 놀이방해 정도가 초등학교에 진학 후 학교적응에 부정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E. J. Choi & Kim, 2020; Jung 

& Chi, 2006)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3학년의 

학교적응 발달 양상에 따른 이질적 계층이 존재함을 밝히고, 

이와 같은 학교적응 발달궤적과 관련된 변인으로 학교준비도

와 사회적 유능감 및 놀이방해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즉, 시

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 변화궤적이 상이함

을 밝혔으며, 총체적인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각 잠재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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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유능감 및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검증했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적응의 잠재유형별 개

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차별화된 학교적응 프로그램의 계발이 

요구되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원활한 학교적응을 지원하

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

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의 교사가 아동의 다양한 

개인적, 가정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되는 학교적응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

음을 암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적응에 대한 유아기의 학교준

비도와 사회적 유능감 및 놀이방해의 유의한 영향력은 유아교

육기관과 초등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계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변인들은 패널연

구에서 담임교사의 설문보고만을 통해 조사된 자료이다. 후속 

연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이나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으며, 심층면담이나 관찰과 같은 질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추가적으로 변인 간의 구조 및 관계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는 장점을 가

지는 반면, 패널 자료에서 기선정한 변인과 측정도구를 활용

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통

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유형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

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제

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표집의 종단적인 자료와 

연구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유아기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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