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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the first grade an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yp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44 pairs of mothers and teachers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Parent Educational Involvement (PSKPEI) in 2018. Preliminary analyses were examin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urthermore, a latent profile analysis and a three-step approach using the 
Mplus program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typology of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 an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atent profiles of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mild adjustment difficulties, adequate adjustment, and high-
level adjustment). Second, the probability of being classified into each type differed according to 
parenting efficacy,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and teacher-mother relationships among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In particular, first graders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level 
adjustment group compared to those in the mild adjustment difficulties group when mothers have high 
levels of parenting efficacy, there are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and there are positive 
teacher-mother relationships. 
Conclusion: These findings empirically confirmed individual differences in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 and suggest the importance of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on their children’s 
adjustment in their first year at school.

Keywords : school adjustment, children in the first grade, latent profile analysis,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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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적응은 일상생활의 문제나 요구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Weiten  & Dunn, 2009). 학교는 학령기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의 목표를 이해하고 성취하며, 학교생활 내 규

칙을 준수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성숙을 이루

는 과정을 의미한다(Roeser & Eccles, 1998).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은 이후 청소년기의 학교적응과 성인기의 사회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고(Sturge-Apple, Davies, & Cummings, 

2010), 학교 부적응을 경험한 아동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Correia & 

Marques-Pinto, 2016)는 점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은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가치관, 동기, 태도 등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학

교적응(J. Chung, 2019)을 면밀히 살펴보고, 아동의 건강한 발

달과 긍정적 적응을 돕기 위한 적절한 조기 지원의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이 다양한 인지적, 관계적 측면의 지

식, 기술, 태도 등의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다(Berns, 2015). 본

격적인 공교육 체계의 진입으로 아동기에는 유아기보다 더 높

은 수준의 사회적 규범과 학업 수행 및 또래, 교사 등 주변 타

인과의 다양한 관계 맺기 등이 요구되며 이에 이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변화는 긴장과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Jeong & Park, 

2017). 구체적으로 Goh와 Jeon (2020)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초

등학교로의 전이는 아동에게 도전적인 과업이자 학교적응의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에 생애주기 관점

에서 초등학교 전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학령초기 아동을 중심

으로 이들의 학교적응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행연구(J. Chung, 2019; E. Kim, 2018; J. 

Y. Kim & K. Lee, 2020; Sturge-Apple et al., 2010)는 아동의 학

교적응을 변수 중심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적용하

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 단위에서 아동의 학교적

응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질적인 집

단의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데 한계

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유

형화하고자 한다. 즉, 사람 중심 접근은 개인 단위에서 개별 특

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에서 

유사한 결합 형태를 보이는 개인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분

류하고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이다(Marsh, Lüdtke, Trautwein, 

& Morin, 2009).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구(Goh & Jeon, 2020; Mindrila, 2016)가 점차 축적

되고 있다. 예를 들어, Mindrila (2016)는 6-11세 아동의 학교 

행동이 안정적 적응형, 경미한 적응 어려움형, 기능적으로 손

상된 적응형으로 구분되고, Goh와 Jeon (2020)은 학교생활 적

응, 학업 수행, 또래 관계 및 교사 관계로 살펴본 초등학교 1학

년 아동의 학교적응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 중심 접근에 기초하여 초등

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긍정적 

학교적응 지표에, 국외 연구에서는 아동이 학교에서 보이는 

문제행동 즉, 부정적 학교적응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적

응의 단편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학교 

환경으로의 전이를 경험한 국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

으로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아울러 학교적응의 통합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의 각 유형별 특

성을 사람 중심 접근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학령기 진입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학부

모로서 다양한 행사 참여 및 교육적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이 요

구되고, 교육 정보를 수집하는 등 참여 기대가 확대되는 중요

한 사건이다(Berns, 2015; Y.-J. Hong & Lee, 2020; Jung, Hong, 

& Lee, 20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유형

화하고, 나아가 학교적응 유형화에 미치는 미시체계와 중간체

계 내 변인을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이론(Bronfenbrenner, 

1979)에 근거하여 다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동의 발달에는 가정, 학교 환경과 같은 미시체계의 독립적

인 영향뿐만 아니라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인 중간체계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Bronfenbrenner, 1979). 이에 미시체계로서 

가정 내 부모 관련 요인 중 어머니의 양육역량, 자녀교육에 대

한 심리적 기대를, 중간체계로는 학교 내 교육의 3주체로서 아

동, 학부모,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아우르는 어머니의 교육 참

여 즉,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 사교육 지원 및 교사-학부모 관

계를 Hoover-Dempsey와 Sandler (1997)의 학부모 교육 참여 신

념체계에 근거하여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아동의 인구사회

학적 또는 개인 변인에 따른 학교적응 유형 간의 차이를 설명

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학령초기 아동이 마주하는 새로

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환경에 적

응하도록 가정의 맥락 중 학부모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요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부모로서 자녀의 교

육 참여를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면 

유형별 차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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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있다. 

Hoover-Dempsey와 Sandler (1997)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예측요인으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부모효능감(parental sense of efficacy for helping 

children succeed in school)’과 ‘부모역할구성(parental role 

construction)’의 두 가지 신념체계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신념

인 부모효능감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

녀의 학습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

으로 정의한다(Hoover-Dempsey & Sandler, 1997). 이는 자녀교

육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녀의 학교 교육이나 학업 성취 향상

에 미치는 부모효능감(Anderson & Minke, 2007) 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일반적 양육 능력으로서의 부모효능감(Shumow & 

Lomax, 2002)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관점에서 자녀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효능감을 어머니의 양육역량과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양육역량은 자녀 양육을 위한 개인의 단편적인 지식과 기

능,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같은 내적요인 및 자녀의 성장에 따

라 실제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잠재력을 아우르는 포

괄적인 개념이다(Jang & Yun, 2014). 학령초기 아동의 학교적

응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관련 특성으로 양육태도(C. I. Kim 

& Kwon, 2018; Min, 2018), 양육민감성 및 양육효능감(Woo & 

Shim, 2019)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 양육 특성의 세부

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어머니가 수행하는 역할과 적응

의 지표로서 지식적, 정의적, 실천적 양육 특성을 아우르는 종

합적인 양육역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육역량은 개

인의 내적 특성 및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발현된 가능성이 있으므로(Jung et al., 2019),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Jung 

등(2019)은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 유형  중 하위유지집단과 중상위유지집단 간 및 급감소

집단과 중상위 유지집단 간에 자녀의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를 부모효능감을 대리

하는 요인으로써 양육역량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 갖는 심리적 기대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

대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불안 및 성취지향적 특성을 반영하

여 이 연구에서는 성공에 대한 신념, 부모-자녀 동일시 및 심

리적 위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루

지 못한 학업 목표를 자녀가 대신 이루어 주길 바라는 기대 심

리,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적응 또는 학업성취를 곧 자신의 성

취로 동일시하거나(Han, 2008; M.-K., Lee, 2007), 자녀의 성취

로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대신하려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음(Seol, Kyeong, & Park, 2015)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자녀

의 학업에 대한 적절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예측하는 두 번째 신념인 

부모역할구성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로서 해야 할 일

에 대한 신념 및 그러한 신념에 따르는 부모의 행동 패턴으로 

정의한다(Hoover-Dempsey et al., 2005).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

동, 부모,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어머니의 가정 내 교

육지원 활동, 사교육 지원 및 교사-학부모 관계를 관련 변인으

로 상정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부모 교육지원은 자녀의 학업 수

행 지원을 위한 학부모가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는 자녀

의 발달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Chun & Chun, 

2016). 관련하여 취학 전 어머니의 학습 관여 행동이 자녀의 

학교준비도에 정적 상관을 보인다(S. H. Lee & Hwang, 2014). 

특히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경우에 부모의 교육지원 

행동이 자신에게 더 긍정적인 도움된다(Chun & Chun,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지원 활동을 가정 내의 

교육지원 활동과 외부 기관을 통한 사교육 지원으로 확인하고

자 한다. 특히 가정 내에서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학습에 적

절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접적으로 

학습을 지도하며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등 어머니가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주체적인 역할

을 한다면 학령초기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열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자녀를 

위한 높은 교육 투자에 대한 인식은 강력한 동기가 되어 높은 

사교육 투자로 실현되며(M.-K. Lee, 2007), 이에 어머니의 학

령초기 사교육 지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교사-학부모 관계를 통해 부모역할구성을 확

인할 수 있으며, Clarke, Sheridan과 Woods (2009)는 교사-학부

모 관계를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 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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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부모참여가 유치원생과 초등

학교 1학년생의 긍정적 학업 성취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 연구(Kohl, Lengua, & McMahon, 2000),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학부모

의 학교 참여와 아동의 학교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연

구(Santiago, Garbacz, Beattie, & Moore, 2016),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정적인 관

련이 있고,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E. 

M. Kim, Sheridan, Kwon, & Koziol, 2013)가 있다. 이를 통해 신

뢰, 민감성 및 평등한 관계에서 구축되는 교사와 학부모의 상

호 간 협력이 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적, 행동적 역기능을 보호

하는 완충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

동의 학교적응의 유형을 확인하고, Hoover-Dempsey와 Sandler 

(1997)의 학부모의 교육 참여 예측요인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역량,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가정 내 교육지원 활

동, 사교육 지원 및 교사-학부모 관계가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

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도

출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은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

며,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교적응 유형에 미치는 어머니의 교

육 참여 예측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Methods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구축한 학

부모교육참여패널(Panel Study on Korean Parent Educational 

Involvement [PSKPEI]) 자료(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NU, 2019)를 사용하였다. 학부

모교육참여패널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학부모의 역할과 교육

참여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수집의 절

차를 진행하였다. 2016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라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에 근거하여 할당 표집

을 실시하였고, 자녀의 성비와 맞벌이 가족을 고려하여 균등 

비율 표집을 실시하였다. 입학 전 1차, 1학년 여름에 2차 및 2

학년 여름에 3차순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17

년 3월에 첫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368명을 대

상으로 입학 전 1차 조사를, 같은 해 8월에 학부모 243명을 대

상으로 2차 조사(2017년)를 실시하였으나(표본 유지율 66%), 

165명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2차 조사에는 최종적으로 

42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차 조사부터는 담임교사에 의

해 아동의 학교적응을 확인하는 문항이 추가되어 초등학교 1

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2차 조사 자료 중 해당 연구 변인에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응답한 자료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총 144쌍의 어머니 및 

교사의 응답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43.8%, 여아 56.3%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36세 

이상 40세 이하가 56.2%로 가장 많았으며, 35세 이하 23.6%, 

41세 이상 45세 이하 16.1%, 46세 이상 50세 이하 4.2%순이

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 59.0%, 2-3년제 

대학 졸업 26.4%, 고등학교 졸업 13.2%, 대학원 졸업 1.4%순

이고, 취업여부는 미취업모 57.6%, 취업모 42.4%이다. 월평

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28.5%), 500만원 이

상 600만원 미만(11.1%),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11.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1.1%)순이다. 

연구도구

학교적응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은 Hightower 등(1986)이 

개발한 교사용 아동평정척도(T-CRS)를 H. Chung (2002)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1-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 과정

을 거친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교적응 척도는 외현화 문제

(acting-out problems), 수줍음/불안(shyness/anxiety) 및 학습문

제(learning problems)의 세 개의 부정적 학교적응 지표와 좌절

인내(frustration tolerance), 자기주장적 사회기술(self-assertive 

social skills), 과제지향(task orientation) 및 또래관계기술(peer 

social skills)의 네 개의 긍정적 학교적응 지표로 7개의 하위요

인 총 38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외현화 문제는 아동

의 공격적이거나 산만한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침착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 등 6문항, 비사회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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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우울, 정서적 문제를 일컫는 수줍음/불안은 “불안하고 걱

정이 많다.” 등 6문항, 학업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학습문

제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좌절 상황에서의 인내할 수 있음을 의미

하는 좌절인내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을 받아들인다.” 등 5문항,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주장을 드

러낼 줄 아는 것을 뜻하는 자기주장적 사회기술은 “자신의 생

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아

동의 과제 지향적 특성을 의미하는 과제지향은 “주어진 과제

를 완수한다.” 등 5문항,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일컫는 또래

관계기술에는 “또래에게 친절하다.” 등 5문항이 포함된다. 모

든 문항은 6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
[6])로 교사가 응답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외현화 문제 .77, 수줍음/불안 .83, 

학습문제 .78, 좌절인내 .72, 자기주장적 사회기술 .83, 과제지

향 .81, 또래관계기술 .69다.

양육역량

양육역량은 K.-S. Chung과 Choi (2013)가 개발한 척도를 K.-S. 

Chung, Park과 Cha (2016)가 단축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9개

의 하위요인,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자녀발달 특징 및 

욕구이해 3문항, 부모-자녀 관계이해 3문항, 건강한 부모관 갖

기 3문항, 자녀 삶과 양육방향 목표 설정 3문항, 인내심 갖기 3

문항, 민주적 양육 3문항, 반응적 . 공감적 양육 3문항, 자녀생

애 진로개발 3문항 및 발달 . 학습 지원환경 제공 3문항으로 구

성된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

우 그렇다[5])로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 점수

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음을 의

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9다.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기대는 Shim (2003)이 개발

한 심리적 지원을 통한 교육지원 활동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육

을 통한 성공에 대한 신념 5문항, 부모-자녀 동일시 4문항 및 

심리적 위축 3문항으로 각각 구성되며, 교육을 통한 성공에 대

한 신념 중 3개의 문항은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역코딩을 실시

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

우 그렇다[5])로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5다.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은 Shim (2003)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

되었다. 이 척도는 9개의 하위요인 총 23문항으로 구성된다. 

학습분위기 조성 3문항, 학습지도 5문항, 생활통제 4문항, 시

간통제 3문항, 정보수집 4문항, 문화적 경험 4문항이며, 학습

지도 중 2문항은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
다[5])로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가정에서 수행하는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활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6이다.

사교육 지원

사교육 지원은 Shim (2003)이 개발한 학교 외 교육을 통한 교

육지원 활동 척도로 측정되었다. 원척도는 5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나 이 연구에서는“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위주의 사

교육을 시킨다.”와 “영어, 국어, 수학 등 학습 위주의 사교육을 

주로 시킨다.”의 2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총 7개의 문항으로 사

교육 지원을 확인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
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각 변

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제공하는 사교육 지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

도 계수 Cronbach’s α는 .61다.

교사-학부모 관계

교사-학부모 관계는 Lim (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성, 교육활동 지원, 자녀지도, 교사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정

도 등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교사가 

응답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학부모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

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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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유형화하기 위해 Mplus 

8.0 (Muthén & Muthén, 1998-200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

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 검

증 및 집단 내 분류비율의 통계적 기준을 사용하였다. 정보준

거지수는 AIC, BIC, sBIC를 확인하고, 이는 세 개의 값이 작을

수록 모형의 합치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 

값을 확인하여 0에서 1 사이의 값 중 대략 .8 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양호함을 의미한다(Muthén, 2004). 다음으로 모형비교 

검증은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

와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를 살펴보았다. 두 검

증 모두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p값의 유의도를 통해 검증하는 방

법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내 분류비율은 개별 집단의 크기가 

전체표본의 5% 미만이거나 25명 이하일 경우 우연히 발생한 

잠재집단일 가능성이 있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는 

기준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적 기준을 근거로 초등학

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에 미치

는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Vermunt (2010)의 3단

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지표 변인뿐만 아니

라 보조 변인이 분석에 포함될 때 잠재집단 분류의 변화를 최

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Lanza, Tan, & Bray, 2013). 이에 잠재

프로파일에 미치는 오분류의 가능성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3

단계 접근법을 다음의 순서대로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잠

재집단 지표를 이용해 기본 잠재집단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

는 1단계에서 얻어진 잠재집단 사후분포를 이용해 가장 확률

이 높은 변인을 생성하며, 3단계에서는 분류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보조 변인이 2단계에서 생성된 집단의 분류에 미치

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본다(Asparouhov & Muthén, 2014). 분

석 시 발생하는 결측치 처리를 위해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다.

Results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Table 1과 같다. 변인의 점수 범위

(Range), 평균값(M)과 표준편차(SD)를 통해 데이터의 특성

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은 6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각 하위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외현

화 문제 2.16 (SD = .87), 수줍음/불안 1.95 (SD = .91), 학습문

제 1.80 (SD = .78), 좌절인내 4.57 (SD = .75), 자기주장적 사회

기술 4.63 (SD = .94), 과제지향 4.58 (SD = .87) 및 또래관계기

술 4.03 (SD = .63)이다. 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동이 외

현화 문제, 수줍음/불안 및 학습문제의 부정적 학교적응 지표

에서 1에서 2점대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좌절인내, 자

기주장적 사회기술, 과제지향 및 또래관계기술의 긍정적 학교

적응에는 4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의 예측요인은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되었고, 변인의 평균은 양육역량 3.89 (SD = .32), 자

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2.84 (SD = .61),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 3.38 (SD = .48), 사교육 지원 2.92 (SD = .62), 교사-학부모 

관계 4.33 (SD = .61)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 가정 내 교육지

원 활동뿐만 아니라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부모 관계가 3에서 

4점대의 점수를 보이고,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

대와 사교육 지원은 2점대의 점수를 보였다. 나아가 주요 변인

의 왜도(skeness)와 첨도(kurtosis)가 적정한 값을 보여(왜도 < 2, 

첨도 < 4),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S. Hong, Malik, & Lee, 2003). 

학교적응 유형 및 유형별 특성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유형화하기 위해 시점별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 때 정보준거지수인 AIC, 

BIC 및 SABIC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개에서 3개로 증

가하는 지점에서 3개에서 4개로 증가하는 지점보다 더 가파

른 감소를 보였다. Entropy 값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모든 잠재집단의 수에서 .80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분류의 

질을 보였다. 다음으로 모형의 적합도의 비교검증인 LMR은 4

개일 경우부터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BLRT는 잠재집단의 수

를 4개까지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하였다. 통계적 기준과 더불

어 해석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질적인 잠재집단

의 수를 선택해야할 필요(McCrae, Chapman, & Christ, 2006)

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은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일 때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이후의 분석은 3개 

집단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유형별 특성은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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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으며, 유형별 형태는 Figure 2와 같다. 첫 번째 유형은 부

정적 학교적응 지표인 외현화 행동, 수줍음/불안 및 학습문제

가 긍정적 학교적응 지표인 좌절인내, 자기주장적 사회기술, 

과제지향 및 또래관계기술보다 낮아 ‘경미한 적응 어려움형’이

라 명명하였고, 이는 전체의 11.8%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유

형은 외현화 문제, 수줍음/불안 및 학습문제의 경우 2점에서 3

점대로 비교적 낮은 반면, 좌절인내, 자기주장적 사회기술, 과

제지향 및 또래관계기술은 4점에서 4.5점대로 비교적 높아 안

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이는 ‘안정적 적응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32.6%를 차지하였다. 마지막 유형은 외현화 문제, 

수줍음/불안 및 학습문제의 경우 2점 미만으로 세 유형 중 점

수가 가장 낮고, 좌절인내, 자기주장적 사회기술, 과제지향 및 

또래관계기술은 4점 후반에서 5점이상으로 세 유형 중 점수가 

가장 높아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이는 ‘고수준 적응형’이

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55.6%를 차지하였다.

학교적응 유형의 예측요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에 미치는 예측요인

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형 간 비교를 위해 한 유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다른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검증하였다. 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Range M SD Skewness Kurtosis
School adjustment Acting-out problems 1.00∼4.33 2.16 .87  .68 -.44

Shyness/anxiety 1.00∼5.33 1.95 .91 1.07 .89
Learning problems 1.00∼4.20 1.80 .78 1.00 .53
Frustration tolerance 1.80∼6.00 4.57 .75 -.92 1.45
Self-assertive social skills 1.80∼6.00 4.63 .94 -1.12  .94
Task orientation 1.00∼6.00 4.58 .87 -1.09 1.62
Peer social skills 2.00∼5.60 4.03 .63 -.53  .60

Parenting efficacy 2.56∼5.00 3.89 .32 -.43  2.23
Psychological expectations for children’s education 1.33∼4.50 2.84 .61 -.27 -.15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2.22∼4.30 3.38 .48 -.15 -.33
Private education offering 1.43∼4.00 2.92 .62 -.39 -.54
Positive teacher-mother relationships 2.00∼5.00 4.33 .61 -1.01 1.49

Table 2
Model Fit and Classification Ratio According to the Number of Latent Profiles

Number of model 2 3 4
AIC 1970.625 1798.541 1743.358

BIC 2035.961 1887.636 1856.210

SABIC 1966.347 1792.708 1735.969

Entropy .954 .910 .871

LMR p < .01 p < .05 p > .05

BLRT p < .001 p < .001 p < .001

Group 1 n (%) 111 (77.1) 17 (11.8) 27 (18.8)

Group 2 n (%) 33 (22.9) 47 (32.6) 52 (36.1)

Group 3 n (%) 80 (55.6) 52 (36.1)

Group 4 n (%) 13 (9.0)

Note. N = 144.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 = Lo-Mendell-Rubin test; BLRT =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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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미한 적응 어려움형(집단 1)과 안정적 적응형(집단 2) 간 

및 안정적 적응형(집단 2)과 고수준 적응형(집단 3) 간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예측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경미한 적응 어려움(집단 1)과 고수준 

적응형(집단 3) 간의 차이에서 양육역량(B = 1.47, p < .01), 가

정 내 자녀교육지원 활동(B = 2.36, p < .001) 및 교사-학부모 관

계(B = 1.46,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정 내 교육

Table 3
Estimates of Latent Means: Comparison According to Each Latent Profi le Type

Acting-out 
problems

Shyness/
anxiety

Learning 
problems

Frustration 
tolerance

Self-assertive 
social skills

Task 
orientation

Peer 
social skills

Group (%) M (SE) M (SE) M (SE) M (SE) M (SE) M (SE) M (SE)
1 
Mild-adjustment difficulties (11.8%)

3.50 
(.19)a

3.46 
(.32)a

3.40 
(.18)a

2.99 
(.22)a

2.78 
(.34)a

2.98 
(.20)a

3.03 
(.14)a

2
Mid-level adjustment (32.6%)

2.55 
(.19)b

2.38 
(.15)b

2.18 
(.16)b

4.38 
(.12)b

4.29 
(.14)b

4.28 
(.18)b

4.10
 (.13)b

3
High-level adjustment (55.6%)

1.64 
(.08)c

1.38 
(.08)c

1.29 
(.07)c

4.98 
(.07)c

5.21 
(.08)c

5.11 
(.08)c

4.91 
(.07)c

Note. N = 144. Different subscript letters within colum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according to the wald test.  

 

Figure 1. Latent profi les of school adjustment.

Table 4
Predicting Factors of the Latent Profi le Classifi cations

Predicting factors 

Group 1a vs. Group 2 Group 1a vs. Group 3 Group 2a vs. Group 3

B (SE ) B (SE ) B (SE )
Parenting efficacy .94 (1.10) 1.47 (1.21) .53 ( .86)
Psychological expectations for children’s education -.02 (  .54) -.14 (  .50) -.11 ( .45)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34 (  .72) 2.36 (  .70) .03 ( .41)
Private education offering -.50 (  .90) .32 (  .94) .81 ( .65)
Positive teacher-mother relationships   .36 (  .52) 1.46 (  .66) .71 ( .51)
Note. N = 144. Group 1 = mild-adjustment difficulties; Group 2 = adequate adjustment; Group 3 = high-level adjustment; a = reference group.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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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활동을 더 많이 제공하고, 담임교사와 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이 경미한 학교적응 어려움보다 고수준 적응형에 속할 가

능성이 더 높았다.

Discussion

이 연구는 본격적인 공교육을 경험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의 도전적인 과업인 학교적응에 주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의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긍

정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로서 어머니의 교육 참여 

요인으로 양육역량,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가정 내 교

육지원 활동, 사교육 지원 및 교사-학부모 관계를 구체적인 예

측요인으로 상정하여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유형은 ‘경미한 

적응 어려움형(11.8%)’, ‘안정적 적응형(32.6%)’ 및 ‘고수준 적

응형(55.6%)’으로 구분되었다. 각 유형에서 학교적응 하위요

인의 평균이 유의하게 다르다는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의 학교적응이 하위요인에 따라 이질적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긍

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의 총 일곱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

어 상세하게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 개인의 특성

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지표의 준거로서 학교적응 하위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적응과 부적응의 방향성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이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부정적 지표인 외현화 행동, 수줍음/불안, 학습문제가 긍

정적 학교적응 지표인 좌절인내, 자기주장적 사회기술, 과제

지향 및 또래관계기술보다 높을 경우 적응 어려움형으로, 이

와 반대일 경우 적응형으로 이질적으로 구분되었다. 

나아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중 적응에 경미한 어려움을 겪

는 아동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적응

을 보이는 아동보다 낮아 대다수의 아동이 초등학교로의 전이

를 경험하면서 학교 환경에 중상위 수준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

교적응을 유형화한 국내·외 연구(Goh & Jeon, 2020; Mindrila, 

2016)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즉,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생애 초기의 큰 환경적 변화로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

음(Jeong & Park, 2017)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응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 조사의 시점이 아동이 가

장 적응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취약한 시기인 첫 학기 즉, 

상반기를 경험하고 난 후인 8월로, 한 학기를 보내면서 이들이 

경험한 어려움이 일정 수준 완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동의 경우 경미하게 적응의 어려움

을 경험하였다는 데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의 변

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에 미치는 어

머니의 교육 참여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경미한 적응 

어려움형과 고수준 적응형 간에 양육역량, 가정 내 자녀교육

지원 활동 및 교사-학부모 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경미한 적응 어려움형보다 고

수준 적응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역할 

수행 및 적응에 관한 지표로서 지식적, 정의적, 실천적 양육 특

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양육역량이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로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역량의 하위유지집단과 중상위유지집단 간 및 급

감소집단과 중상위 유지집단 간에 자녀의 학교적응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인 Jung 등(2019)과 유사한 맥락

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학부

모로서의 역할 수행 및 적응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새롭

게 부가된 역할 및 적응의 요구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효율적

인 자녀 양육을 위한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과 교사-학부모 

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은 경미한 적응 어려

움형보다 고수준 적응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즉, 가정 

내에서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학습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

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접 학습을 지도하며,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등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어머니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교사와 학부

모 간 협력적인 관계를 보일수록 학령초기 아동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함을 보였다. 이는 자녀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어머니

의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과 교사-학부모 질적 관계가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교육지원 행동이 자신에게 더 긍정적인 도움

이 된다고 보고한 Chun과 Chun (2016)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이다. 또한 신뢰, 민감성 및 평등한 관계 속에서 구축된 건강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학교 내 교육의 주체인 아동의 긍

정적 발달과 원활한 학교적응에 기여함을 보고한 선행연구(E. 

M. Kim et al., 2013; Kohl et al., 2000; Santiago et al., 2016)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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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자원봉사, 

교육기부,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등 학부모로서의 역

할에 따른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Kwon & Lee, 2019)에서 이 

연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에 미치는 학부모

로서 어머니의 교육 참여 예측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학부모로서 자녀의 교육 참여를 

이해하고, 나아가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따른 실질적인 행동적 

참여가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가정 맥락 내 보호 요인으로

써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에 학령초기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 참여자로서 가정 내 학부모와 학교 간 연계

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가정에서부터 적절한 물리적 교육 환

경을 구성하고, 아동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부모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령초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지원이 중요하고, 참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녀를 위한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

한 교육현장의 배려 역시 필요할 것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특히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불안

과 걱정으로 무리해서라도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

하는 경향(Kwon & Lee, 2019)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

가 학교 맥락 내에서 학부모 교육 참여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교사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야 할 것이다. 면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은 학교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

수적이다(E. Kim & Lee, 2016). 그러나 현재 학교 맥락 내 교사

의 상담은 주로 교사 주도로 일어나고, 아동의 학교생활 문제

를 주로 다루고 있다(J. Y. Kim & Lee, 2020)는 데 교사와 학부

모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쌓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사

와 학부모 모두 상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주

제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

여 활용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상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학부모로서 어머니의 응답만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아버지의 특성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

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자녀교육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만(M.-K. Lee, 2007), 점차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 대한 역

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변인

에 대한 아버지 응답을 보충하여 수집하고, 이를 확장하여 아

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면 자녀의 발달에 미

치는 학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

다. 둘째, 아동의 학교적응을 초등학교 1학년에 한정하여 살펴

보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율과 참여 유형

은 학년에 따라 상의하게 나타날 수 있음(Kwon & Lee, 2019)

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 아동의 종단적 학교적응

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학교 교육 참여와의 관련

성을 장기적으로 확장하여 살펴본다면 두 변인간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적은 수의 제한된 표본의 크기에

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 데 통계적으로 무리

는 없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거나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는지 확인한다면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화와 이에 미치는 학부모로서 어머니의 

교육 참여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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