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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학습준비도가

초등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변인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의 초기 학교적응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초등학교적응과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변

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고, 초등학교적응에 대한 관련 변인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7차년도(2014)와 8차년도(2015)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15년인 8차까지 패널 유지가 된 아동이며, 7차와 8차에 모두 참여한 만 6, 7세 아동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5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적응을 분석

하기 위하여 지성애, 정대현(2006)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Inventory)’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어머니 가족상호작용은 한국아동

패널 연구진이 Olson(2010)의 FACES IV에서 ‘균형 있는 응집성(Balanced Cohesive)’

과 ‘균형 있는 유연성(Balanced Flexibility)’ 부분을 인출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

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Gresham과 Elliott(1990)의 도구

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

의 학습준비도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Murphey와 Burns(2002)의 도구를 번역 후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확정한 문항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변인들의 일반

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아동의 성에 따른 변

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적응에 대한 관련 변

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적응,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학습준비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아동은 초등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

용에서는 중간정도의 응집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성별에 따라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습준비도 또한

전체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둘째, 초등학교적응과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초등학교적응은 가족상호작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



타났고, 하위요인인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은 가족상호작

용의 유연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적응과 교사적응은 가족

상호작용의 응집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수행적응은

응집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적응은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이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학업수행적응과 또래적응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

든 하위요인인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적응과 아동의 학습준비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적응은

학습준비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적응의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은 학습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인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

로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상호작

용은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

인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 모두 가족상호작용의 응집성과 유연성에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학습준비도 또한 가족상호작용이

학습준비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가족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응집성

과 유연성이 학습준비도의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는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감의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

이 학습준비도의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

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교적응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결

과의 의하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가족 간에 응집성과 유연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증가된다. 어머니

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학습준비도 사이에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이 초등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유능

감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시되는 결과들을 통해 초등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예측하게 해줌으

로써 아동의 초기 초등학교적응을 위한 부모와 교사에게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에 의의가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입학 후

초기 초등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유능감은 초

등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사회적 유능감

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령의 초등학교적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다양



한 변인 탐색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초등학교적응, 가족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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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월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우리는 TV뉴스나 인터넷 기사로 ‘신학기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새 학기만 되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두통

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증상을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한

다. 신학기 증후군이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

나는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증상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

들에게서 심하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보람, 2014).

이렇듯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등에서 분리된 유아가 아동기로 전이

되면서 겪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사건 중 하나이다. 아동에게 초등학교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는 공간으로(김명순, 김지연, 박영림, 이영신, 신보

원, 2014)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측면 등 발달의 새로운 자극들이 등장하여

이에 대한 안정된 적응이 요구된다(김은설, 2018).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학령 초기

로서 아동이 학교 규칙 및 학습태도와 생활 습관을 익히고 독립성을 키우며, 자기주

도적인 행동 양식의 첫걸음을 딛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신수희, 2018). 또한

가족 이외에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로 인해 사회생활의 영역이 질적 · 양적으로 확대

되면서 이에 따른 적응상의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시기이다(김수정, 곽금주, 2010;

Stipek, Feiler, Byler, Ryan, Milburn, & Salmon, 1998). 이러한 시기는 자연스러운 변

화이지만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어린 아동에게 심리적 혼란이 수반될

수 있다(김수정, 곽금주, 2010).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

년기의 학교적응, 청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 직업적 적응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

기 때문에(Bagwell, Newcomb, Bukowski, 1998) 초등학교 입학 초기의 적응은 이후의

전반적인 적응을 예측해주므로 아동기의 주요 발달 과제가 된다(Brody, Murry, Kim,

& Brown, 2002; Ladd & Troop-Gordon, 2003).

초등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학교생활의 안락함을 느끼

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학교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학업 및 다양한 활동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며 다른 학교 구성원과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아동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세계와 학교에서 만나

는 다른 사람과 형성하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김성식, 2011). 즉 성공적인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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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응이란 아동이 학교 내 다양한 환경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나 또래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학교규칙에 따라 독립된 한 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류윤석, 1996).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면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 동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후의 대인관계, 학업성적, 행동특성의 형

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김명순 등, 2014) 특히 초등 1학년 시기의 긍정

적인 학교적응의 여부는 향후 초등학교 생활의 성공뿐 아니라 진학과 진로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인이 될 수 있다(김은설, 2018).

그러나 아동들이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협력이나 주장적 행

동, 또는 자기조절 등의 실시로 해보여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교사 또는 또래 간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경험과 유능성이 결여 될 때 종종 학교적응

에서 학문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곤 한다(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입

학 후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입학초기의 공포감, 혐

오감, 열등감 등이 그 이후의 학교생활에까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조작적이고 놀이 활동 중심의 비교적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유아 교육기관

의 교육을 받다 과밀학급의 규격화된 자리에서 매우 구조화된 교육과정, 교육풍토, 교

육방법, 교육환경에서 생기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과 비교적 자유롭고 자율적인 분위

기에로의 급격한 전이로 인하여 유아는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효정,

2001; 염애경, 2011).

이처럼 초등학교 입학 후의 시기는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김수정, 곽

금주, 2012) 이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정서적 스트레스로 많은

긴장과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대인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형성

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적응의 곤란을 겪는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다(김성숙, 송미

영, 김준엽, 이현숙, 2011; 김민진, 2008; 김은설, 2018; 이진숙, 2004). 또한 입학 초기

의 학업에 대한 흥미나 대인관계 적응 등이 학교적응과 이어지고 이는 초등학교 고학

년에서의 학업과 생활에 영향을 미쳐, 나아가 중·고등학교에서의 적응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진, 2008; 이현민, 2005).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발달의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문제가 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초등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 개인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 개인의 특

성으로는 주로 성별과 기질이 초등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고(김수정,

곽금주, 2010;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 최옥희, 김용미, 김영호, 2009) 특히 여아

의 적응수준이 남아보다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질의 차원에서도 장혜진 등(2014)의

연구에 의하면 기질의 세 가지 측면인 접근/회피성, 적응성, 주의집중/지속성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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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다 여아의 초등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박은주와 심우엽(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아동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으로는 가정의 소득 수준 차이가 초등학교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김수정, 곽금주, 2012; 장혜진 등, 2014; 조윤동, 조성

민, 최인선, 2013) 부모의 학력 수준도 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장혜

진 등, 2014; 정미영, 문혁준, 2007).

한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간관계가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족, 친구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향숙, 2005).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가 바로 가족

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또는

가족상호작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기에(권수정, 이현주, 2014; 고애순,

2001; 박향숙, 2005) 앞서 언급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이 초등학교 고학년, 더

나아가 중·고등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기 때의 경험과 입학 후 적응 간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의미로울 수 있다(김

수정, 곽금주, 2010).

아동이 직면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초등학

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특성인 사회적 유능감을 들 수 있다. 이

는 특정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그리고 환경적 맥락에서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발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능력으로 정의된다(Garmezy & Masten, 1991;

Masten & Coatsworth, 1998). 즉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

성원으로 자신이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내에서 잘 적

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Raver & Zigler, 1997). Ford(1982)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감은

문제해결의 기술, 자기 효능감, 환경적지지 등의 여러 보호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써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성을 성취한 아동은 학교와 가정에서 갈등을 덜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나, 사회적 유능성이

결여된 아동은 학업적 실패, 공격적 행동 등과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더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 형성에 전 방위적으로 관련성을 보이는 인지, 정서, 태도 등의

변인들은 학습준비도 개념과 관련성이 있다(이영진 등, 2018). 학습준비도란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이은해,

2001). 초창기 학습준비도는 학업성취에 목표를 두고 인지적 문해력 및 수학성적을 예

견하는 변인으로 사용되었으나(Schaefer & McDermott, 1999; Snow, Burns, &

Griffin, 1998) 전인적 발달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이영진 등 2018). 다시 말해, 학습준비도란 아동의 학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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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언어적, 신체적 능력 이외에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사회 . 정서능력에서의 발달

적 성숙도를 포함하는 개념(박희숙, 2012)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

시, 학습준비가 덜 된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적응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입학 후에도 학교적응이 어려울 뿐 아

니라 이후 비행청소년이 될 경향이 있다(박연정, 정옥분, 2008; Bowman, 2006).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 시기 학습준비도의 중요성을 보

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습준비도를 학교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 등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더 나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변인(김수정, 곽금주, 2012)

으로 인식하며, 주변 환경의 영향과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Carton, & Winsler, 1999).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아동이 속한 가정의 특징을 변인으로 삼아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최지현, 박혜원, 2010)가 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정환경자극이 학습준비도 점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계숙(1986)의 연구와 하영례(1985)의 연구를 통해 사회계층별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준비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아동의 초등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이 주로 아동

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이나 환경적인 변인 탐색 등 개별적으로 검증되는 것에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초등학교적응과 가족상호작용, 사회적 유능

감, 학습준비도를 함께 고려한 연구나 관련된 변인들이 아동의 초등학교적응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없어 이를 확인하는 연구는 의의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초등학교적응에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초기 초등학교적응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가설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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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등학교적응에 관한 가설모형

연구문제 1. 초등학교적응,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

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적응,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

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적응에 대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정의

1) 초등학교적응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에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가

는 행동과정이며, 학교적응은 적응의 하위 개념으로 학교라는 새로운 문화에서의 적

응을 의미한다(정대현, 2006). 즉 학교라는 낯선 환경이 요구하는 행동을 파악하여 조

화롭게 생활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학교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박병숙, 2013).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경험하게 되는 학교적응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

대현(2006)이 개발한 초등학교 1학년용 학교적응척도에서 분류한 ‘학교생활적응’, ‘학

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을 학교적응으로 구분하였다.

2)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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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나타내는 개념(Olson., Russel., & Sprenkle, 1983)으로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고 적응성은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따라 가족 내의 권력구조, 역할 관계,

관계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련현, 2005).

본 연구에서 가족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

대를 의미하는 응집성(cohesive)과 가족체계가 안정지향 대 변화지향의 맥락에서 구조

를 변화시키는 정도로 리더십과 조직,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규칙과 협상에 대한 질과

표현인 유연성(flexibility)으로 정의하며(이정희, 2016; Olson, 2006, 2011) 어머니가 인

식한 것을 뜻한다.

3)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은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고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

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발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

금옥, 1998).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정

의한다.

4) 학습준비도

학습준비도는 아동이 취학 후 초기 학습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 기술, 태도,

동기 등의 획득 정도로 입학 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

준을 의미한다(박희숙, 2012). 이에 비추어볼 때 학습준비도란 인지 및 언어적 능력뿐

만 아니라 사회정서 발달과 건강을 포함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Halle, Hair, Wandner, & Chien, 2012).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습

준비도를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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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적응

1) 초등학교적응의 개념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혹은 제약을 극복하

거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응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박병숙, 2013).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라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교사

나 또래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학교에서의 아동의 생활은 역동적이며, 아

동이 속한 학급은 구성원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학급에

서의 아동 생활전반에 대해 그 특성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박병숙, 2013). 이

러한 이유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학업 수행이나 학업 성취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학교적응만을 제한적으로 다루어왔으나, 근래에는 학교생활의 구성 하

위 영역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이경님, 2008). 선행연구를 통

해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민영순(1995)은 학교생활에서 대인관계나

규범,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학교적응으로 보았고, 장호성

(1987)은 지적·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학교적

응이라고 하였다. 또, 홍정기(1995)는 아동이 교과활동, 학습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

활동 등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를 학교적응이라고

하였다. 김용래(1993)는 학습자가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의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환경 전반 등에서 유발되는 개인의 요구와 갈등, 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학교적응이라고 보았으며, 박연수(2003)는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

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수업 및 학교 생활에 대해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경님(2008)은 교육적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데 필요한 아동의 학업적, 사

회적, 정의적인 영역의 학교생활에 대한 순응 혹은 적응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은 학업적·행동적 기술의 수행을 통해 나타

나기 때문에 아동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발달적 지표가 학교적응을 나타내줄

수 있다(박병숙, 2013; Amstrong, Missall, Shaffer, & Hojnosk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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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중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성공적인

학교적응은 그 의미가 크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로의 전이와 동시에 유아교육기관으로

부터 초등학교로의 전이가 일어나면서 물리적 환경이나 교육과정,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 등의 갑작스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학교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를 원

만히 해결해나가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 성취해야하는 학교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경자(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살펴보았

는데 공부, 일기, 학원 및 학습지, 일과(급식, 간식, 화장실 가기), 시험, 놀이, 숙제, 반

장이나 회장하기, 친구 사귀기, 벌 받기, 행사 등을 초등학교에 가면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서운 교사로부터 벌을 받고, 시험을 보는 등의 일을 염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은 추후의 학교적응 및 교육 효과, 발달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지성애, 정대현, 2006),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학교 입학 후 학급에서 보이는 일반적인기능과 적응

은 다음 학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박병숙, 2013; Hamre, &

Pianta, 2005).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실행한 정대현(200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은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문화에 직면

하면서 생활적응, 학업수행, 교사, 또래와 관련된 충격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다. 그

리고 경험한 충격에 대해 회피하거나 도전하는 반응이 반복되는 충격단계를 거쳐 회

피보다는 도전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적응단계를 거친 후 결국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와의 관계와 같

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경험과 더불어 개인이 가진 다중지능 특성이 학교의 환경적

맥락과 결합하여 발현된다고 하였다. 김수정과 곽금주(2010)의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

응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 변인이 학령 전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이었으며, 특히 외현화

행동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형성

된 공격-방해 행동의 경우 1학년 시기에 나타나는 학교에서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

으며, 부주의한 성향과 질 낮은 학습 상황 같은 추가적인 아동의 취약성이 공격-방해

행동발생에 대한 위험을 증폭시킨다(박병숙, 2013; Thomas, Bierman, Thompson, &

Powers, 2008).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은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

작이기 때문에 더욱 학교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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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상호작용

1) 가족상호작용의 개념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환경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서 성장, 발달한다(정정임, 2008). 특히 발달에 있어서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아동이 겪게 되

는 다양한 경험과 처해진 환경은 아동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밑거

름이 된다. 이러한 개인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는 사회 환경, 학교환경,

가정환경이 있다. 이 중 아동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환경은 아동

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가정환경이며 특히 가족 내에서의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상

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즉 가족은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총체로서,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유기체적 조직이다. 따라서 각 구성원 개개인은 가족이라는 체계에서의 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렇듯 가정에서 겪게 되는 부모, 형제와의 관계는 아동이 성장해 가면서 자아개념

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환경이며 정원식(1989)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 첫째, 인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정환경은 학교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환경이다. 둘째, 가정의 구조적 환경은 물적 변인과 인

적 변인으로 구성되며 심리적 환경은 주로 인적 변인에 의존한다. 셋째, 가정환경은

다른 환경에 비해 보다 심리적인 성질을 가지며 가정환경은 크게 지위환경, 구조 환

경, 과정환경으로 구성되며 각 환경은 각각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개인에게 작용한다.

넷째, 가정환경은 개인의 특정한 심리적 특성에 작용하는 면과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이 있다. 다섯째, 가정환경에는 주어지는 대로 개인에게 교육적 의미를 부

여하는 그 환경이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가정은 아동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는

장이자 성격이나 가치관, 습관 등이 형성, 발달되는 곳으로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가족 간의 상

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 가족 변인들 중 아

동의 사회적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모와의 매순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보고가 있다(Dadds, 1987). 그리고 가족 구성원간의 표현적인 상호작용이 가족 구성원

들의 사회적 행동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Hannum 와 Mayer(1984)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이은솔, 2013; 정성련, 1998). Albers, Doane와 Mitz(1986)는 15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사회 정서적 환경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가족의 사회 정서적 환경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이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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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이은솔, 2013; 정성련, 1998).

현대로 오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은 핵가족화 되고 가정의 역할은 상당부분이

축소되어, 학교나 사회 교육기관이 그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애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는 가정이외에서는 충족되기가 매우 어렵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정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동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환경임에 틀림이 없다(정정임, 2008).

2) 초등학교적응과 가족상호작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강한 가족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족원간에 서로 지지적인 관

계를 이루며 개방적인 가족인 반면, 역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빈약

하거나 비타협적이고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폐쇄적인 가족으로 병리적인 가

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경은, 2002).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정요인을 대부분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족의 구조보다 가족의 기능, 상호작용 등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적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

고 있으며(이유미, 1999), 이는 가정요인이 부정적일수록 아동들의 학교생활 역시 부

적응을 일으킬 소지가 많음을 의미한다(고경은, 2002).

Olson 등(1979, 1983)의 순환모델을 지지하는 연구로,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고애순(2001)은 균형을 이룬 가족의 아동이 학교생

활적응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김효원(2004)은 가족에 대한 유대 정도가 높고

가족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적은 가족집단에 속한다고 지각한 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동연(2002)은 가족의 기능이 부정적

일수록 아동의 부정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가족의 체계유형이 보다 원활할수록 아

동은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

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고경은(2002)은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력이 좋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박윤배(1991), 남순식(2002), 임성윤

(2005)의 연구에서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좋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또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전귀연, 최보가(1995)의 연구

에서는 가족 응집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

히 가족 응집성이 대체로 높은 가족의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느끼고 자

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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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유능감

1)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

유능감(Competence)이란 어떤 일에 대해 능하고 익숙하며,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

하는 능력 또는 역량이다. Social Competence는 사회적 유능감으로 번역되기도 하지

만 사회적 역량, 사회적 능력,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기술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유능감의 정의는 유아를 관찰하는 성인문화, 또래집단, 유아에 대한 가치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Green, Forehand, Beck, & Vosk, 1980). 즉, 사회적 유능감은

각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유아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또는 학자의 관점이나 연구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이태영,

2000). Waters와 Sroufe(1983)에 의한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서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능력이며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생활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Anderson과 Messik(1974)은 사

회적 유능감이 일반적인 개인 특성을 뜻하며 유아발달을 증진시키고 평가하는데 기초

가 된다고 보았고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규준과 관습·습관 등

에 동조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김현주(2002)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에 필

요한 능력이자,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체감을 확립하고 유지해나가며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

회적 유능감은 유아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다른

유아와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는 것,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자신

의 의견을 양보하는 자기통제, 규칙과 순서를 지키고 부모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임에 대한 행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이영진 등, 2018).

2) 초등학교적응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변 환경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며, 주변 환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인 사회

적 유능감은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Pellegrini, Bjorklund, 1998).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을 접하게

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교사와 친구와 만나면서 사회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또래 친구들과 긍

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친구의 장난감을 뺐거나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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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행동을 적게 보인다(이진경, 2004). 또한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높은 학업성취도와(염혜선, 이은주, 2015) 학교적응력을 보였다(강수령, 2001). 즉, 사

회적 유능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부정적인 행동을 적게 보이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친구,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나눔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아동보

다 긍정적인 또래관계, 높은 학교적응력과 학업성취를 보였다. 반면, 낮은 사회적 유

능감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며, 이로 인

해 또래 관계 또한 좋지 못하며 이는 낮은 학업 성취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았다(Crick, 1996; Crockenberg, Jackson & Langrock, 1996; Eric & Jacquelyn, 2001).

이처럼 사회적 유능감은 단순히 주위사람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한 환경 안에서 잘 적응하고 긍정적인 생활을 하며, 학업성취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재화, 김현경(2018)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과 집행기

능의 발달 사이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읽기, 수학, 어휘력 및 학업 전반의 발달을 매

개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1학

년 아동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초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김선영, 안선희(2006)의 연구 또한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아동일수록 입학

초기에 적응을 잘하였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된 것은 부모와 가정환경, 유

아의 정서, 지적능력 등 유아의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강혜연,

2010; 김명혜, 김광웅, 2006; 김지연, 김영희, 2017; 송순옥, 2017; 정순자, 김영희, 2007;

조순옥, 2016). 사회적 유능감은 주로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많이 요구되

어지기 때문에 부모와 가정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아동이 단체 생활을 하며 경

험하게 되는 교사,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발달되므로 위의 연구들처럼 초등

학교적응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학습준비도

1) 학습준비도의 개념

준비도(readiness)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상태를 말한다(Burgess,

2005). 준비도(readiness)는 성숙주의적 관점, 환경주의적 관점, 상호주의적 관점에 따

라 그 정의가 다르다(유미현, 2017). 성숙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준비도는 예측가능하

며 성숙단계에 따라 발달되는 준비여부로 정의된다. 환경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준비

도는 학교에서의 성공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습득해야만하는 기능이나 경험으로 본

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준비도는 발달적 성숙에 대해서 인정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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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개체와 인지구조를 자극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처럼

준비도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나 유아의 발달과 관련지어 본다면 정상적인 학

습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준비도와 관련된 개념은 학습준비도(readiness

to learn)와 학교준비도(readiness to school)가 있다. 과거에는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

도를 ‘준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비

슷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차이가 있다(박혜정, 강혜원, 장명림, 1987)고 보아 이 두 개념

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학습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선수 조건으로서 학습과 관련된 기초능력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초등

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한 개념인 학교준비도의 개념으로 학습준비도를 사용하

고 있다(김진미, 홍세영, 2017). 따라서 학습준비도(School readiness)는 유아가 취학

후 초기 학습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 기술, 태도, 동기 등의 획득 정도로 유아

가 입학 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박희숙,

2012). 이에 비추어볼 때 학습준비도란 인지 및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발

달과 건강을 포함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Halle,

Hair, Wandner, & Chien, 2012).

2) 초등학교적응과 학습준비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학습준비도의 구성요소는 연구자가 학습준비도를 어떠한 개념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구성한다. 국내연구 중 학습준비도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지성애, 정대현, 정

효은, 안지송, 박은영(2006)은 지식, 적응, 기능, 성향, 규칙으로 구성을 들고 있으며,

박연정과 정옥분(2010)은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인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학습준비도에 대하여 조경진과 안선희(2015)은 지식, 기능, 적응,

성향, 및 태도로 구성하였으며, 성미영, 장영은과 손승희(2016)는 읽기능력, 사회적 기

술, 과제수행능력으로 구성하였다. 외국연구 중 학습준비도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Murphey & Burns(2002)는 사회 정서발달(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학습태

도(approaches to learn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인지 발달·일반적 지식

(cognitive development·general knowledge)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urphey

& Burns(2002)의 사회 정서발달(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학습태도

(approaches to learn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cognitive development·general knowledge)구성요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준비도가 높은 유아는 초

등학교 입학 후 생활전반의 성공적인 적응과 수행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발달을 보인

다고 보고하였다(박연정, 정옥분, 2010; 조경진, 안선희 2015). 학습관련 기술이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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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아동의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를 한 박희숙(2008)은 학

습관련 기술이 취학 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유치원 시기에 학습관련 기술이 발달한 유아일수록 초등학교에 입학하

여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기의 학습준비도는 고학년 시기

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며(Hess, Holloway, Dickson, & Price, 1984), 이후의 발

달 단계에까지 영향을 준다(Romano, Babchishin, Pagani, & Kohen, 2010). 반면에 학

습준비도가 낮은 유아는 학교 취학 이후의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일뿐만

아니라 학업문제를 비롯한 부적응 문제를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Burgess, 2005; Entwisle, Alexander, & Olson, 2005; 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유아기에 형성되는 인지적 및

정의적 발달 및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발달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취학 후 초기 초등학교적응과 성공적인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영

역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다.

5. 초등학교적응, 가족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 및 학습준비도에 관한 연구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적응에 대해 중요한

내·외적 변인으로 간주되지만 네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었다. 그

러나 가족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를 다룬 선행연구가 있었는데, 이영진

등(2018)의 연구는 부모의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Connell과 Prinz(2002)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준비도 및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대한 육아참여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영진 등(2018)의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에 참여한 유아기 자녀의 부모

1,46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모의 가족상호작용 검사도구,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사

회적 유능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위 연구에서 부모의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의 학습준

비도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사회적 유능감의 54%를 예측하는 정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준비도가 가장 강력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Connell과 Prinz(2002)의 연구는 저소득층인 아프리카계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육아참여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학교준비도, 사회적 기술, 수용적 의사소

통 능력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가족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 및 학습준비도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연

구에서는 세 변인 간 정적인 관계와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에

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변인들이 초등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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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적응, 가족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 및 학습준비도 변인에 대

하여 다양한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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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변인 구분 N(%)

아동

성별
남아 392(51.7%)

여아 366(48.3%)

월령

72 14(1.8%)

73 86(11.3%)

74 169(22.3%)

75 221(29.2%)

76 160(21.1%)

77 73(9.6%)

78 29(3.8%)

79 6(0.8%)

어머니 연령

20대 11(1.5%)

30대 580(76.5%)

40대 163(21.5%)

50대 이상 4(0.5%)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758)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7차년도(2014)와 8차년도(2015)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은 대상 아동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하고,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역정책 특성에 걸쳐 국가수준

의 패널을 구축하여 단일 연령의 횡단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해준다(이영진, 김미

래, 이은형, 2018).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7-8차년도 아동 패널 대상자는 2008년

출생한 신생아 2,078가구를 패널로 구축하여 1차를 시작으로 2015년인 8차까지 패널

유지가 된 1,027명의 아동이다. 본 연구는 4개의 변인(초등학교적응, 가족상호작용, 사

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7차년도와 8차년도에 모두

참여한 만 6, 7세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5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만 6

세를 기준으로 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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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4%)

고등학교 졸업 229(30.2%)

전문대학 졸업 231(30.5%)

대학교 졸업 261(34.4%)

대학원 졸업 34(4.5%)

표 1과 같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392명(51.7%), 여아가 366명(48.3%)이었으며, 아

동의 월령은 72개월 14명(1.8%), 73개월 86명(11.3%), 74개월 169명(22.3%), 75개월

221명(29.2%), 76개월 160명(21.1%), 77개월 73명(9.6%), 78개월29명(3.8%), 79개월 6

명(0.8%)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으로는 20대가 11명(1.5%), 30대가 580명(76.5%), 40대

가 163명(21.5%), 50대 이상이 4명(0.5%)이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으로는 중학교 졸

업 이하가 3명(4%), 고등학교 졸업이 229명(30.2%), 전문대학 졸업이 231명(30.5%),

대학교 졸업이 261명(34.4%), 대학원 졸업이 34명(4.5%)이었다.

2. 측정도구

1) 초등학교적응

초등학교적응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성애, 정대현(2006)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

(School Adjustmen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총 35개 문항으로, 교사가 아동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생활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

문항), 교사적응(5문항) 등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5점 Likett식 척도이다. 학교

생활적응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 유아기 기관에서보다

엄격해진 질서 및 규칙에 대한 적응,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적응 등 보다 규율

준수가 요구되는 초등학교 1학년 생활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 학업수행적응은 의사

표현이나 활용의 의욕성, 수업에 대한 적극적 자세나 과제의 준비성 등을 측정하며,

또래적응은 친구들과의 놀이, 갈등 해결, 친사회적 행동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

사적응은 선생님과의 관계, 인사하기, 도움 청하기 등 교사와의 일대일 관계 짓기에

관한 질문이다(김은설, 2018).

본 연구에서는 해당 아동의 초등학교적응에 대한 교사의 평정 점수를 사용하며, 하

위 영역별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각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 영역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 문항구성, 문항수 및 Cronbach‘s 값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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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 

학교생활적응 1*, 2-10, 11* 11 .96

학업수행적응 12-22 11 .94

또래적응 23-30 8 .95

교사적응 31*,32, 33, 34, 35 5 .84

전체 35 .94

*역채점 문항

표 2. 초등학교적응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2)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본 연구에서 어머니 가족상호작용은 가족원들 간의 감정적 결합을 보는 응집성

(cohesive)와 가족 리더십, 역할 관계와 관계에 따른 역할들 속의 변화성을 보는 유연

성(flexibility)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Olson(2010)

의 FACES IV에서 ‘균형 있는 응집성(Balanced Cohesive)’과 ‘균형 있는 유연성

(Balanced Flexibility)’ 부분을 인출하여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어머니 가족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질문 내용은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응집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응집성의 경우 “우리 가

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은 서로가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와 같은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유연성의 경우 “우리 가족은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와 같은 문항이 사

용되었다.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 문항구성, 문항수 및 Cronbach‘s 값은 표 3과 같다.

척도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 

응집성 1, 3, 5, 7, 9, 11, 13 7 .87

유연성 2, 4, 6, 8, 10, 12, 14 7 .81

전체 14 .91

표 3. 가족상호작용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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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유능감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이야

기를 하거나 동료를 칭찬하고 놀이를 할 때 다른 아이에게도 같이 하자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주장성,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협력성,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등으로 구성된 자기통제, 놀이를 할 때 규칙과 순서를 지키기, 부모의 지시

에 주의를 기울이기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책임성으로 이

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Gresham과 Elliott(1990)의 도구

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조사한 자료가 활용되었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3점)’ 중에서 평정하는 3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가 평정한 것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측정하는

질문 내용은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 문항구성, 문항수 및 Cronbach‘s 값은 표 4와 같다.

척도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 

주장성
6, 9, 11, 13, 21, 22, 23,

27, 28, 30, 31
11 .85

협력성 2, 3, 10, 14, 15, 24 6 .83

자기통제 1, 7, 8, 19, 20, 25, 32 7 .79

책임성
4, 5, 12, 16, 17, 18, 26,

29
8 .78

전체 32 .93

표 4. 사회적 유능감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4) 학습준비도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습준비도는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Murphey와 Burns(2002)의 도구를 번역 후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확정한 문항을 통해

조사한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

점)’ 중에서 평정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는 질문 내용은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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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아동의 학습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개 하위영역인 사회·

정서발달 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 의사소통 3문항,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이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 문항구성, 문항수 및 Cronbach‘s 값은

표 5와 같다.

척도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 

사회·정서발달 1, 2, 3, 4, 5, 6 6 .76

학습에 대한 태도 7, 8, 9, 10, 11, 12, 13, 14 8 .87

의사소통 15, 16, 17 3 .86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18, 19, 20, 21, 22 5 .82

전체 22 .93

표 5. 학습준비도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이 연구모형에 따

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실시된 조사)와 8차년도(2015년 실시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8차년도까지 패널 유지가 된 1,598명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주

요 변인인 초등학교적응에 교사가 응답한 데이터를 분류하여 7차년도 조사변인인 가

족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에 모두 응답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758건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첫

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

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초등

학교적응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기초분석 및 차이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초등학교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모형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

표준카이자승치, RMSEA, SRMAR을, 중분적합지수로 CFI, NNFI 를 사용하였다. 적

합도 지수들의 평가기준은 /df 지수는 3 이하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신건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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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는 .05 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05보다 크고 .08 미만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평가된다(Brown & Cudeck, 1993). SRMR은 .80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로 평가(Hu &

Bentler, 1999)되며 CFI, NNFI는 .90 이상일 때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문수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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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초등학교적응,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

도는 어떠한가?

1) 아동의 초등학교적응은 어떠한가?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초등학교적응은 전체적으로 평균 3.96(SD=0.70)을 보여 아

동은 대체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적응의 정도는 성별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7.38, p<.001), 남아(M=3.79, SD=.73)보다 여

아(M=4.15, SD=.62)가 적응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생활적응은 남아(M=3.80, SD=.98)보다 여아

(M=4.37, SD=.8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83,

p<.001). 학업수행적응에서는 남아(M=3.71, SD=.86)보다 여아(M=3.98, SD=.83)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 학업수행적응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47, p<.001). 또래적응에서도 남아

(M=3.77, SD=.83)보다 여아(M=4.13, SD=.7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

또래적응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6.13, p<.001). 그러나 교사적응에서는 남아(M=3.97, SD=.69)보다 여아

(M=4.07, SD=.83)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 간 교사적응의 평균 점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87).

남아의 경우 교사적응의 평균 점수가 3.91(SD=.69)로 가장 높았고, 학교생활적응 평

균 점수 3.80(SD=.98), 초등학교적응 전체 평균 점수 3.79(SD=.73), 또래적응 평균 점

수 3.77(SD=.83), 학업수행적응 평균 점수 3.71(SD=.86)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점수가 4.37(SD=.8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적

응 전체 평균 점수 4.15(SD=.62), 또래적응 평균 점수 4.13(SD=.75), 교사적응 평균 점

수 4.07(SD=.83), 학업수행적응 평균 점수 3.98(SD=.83)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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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남아

(N=392)

여아

(N=366) t

M SD M SD

초등학교

적응

학교생활적응 3.80 .98 4.37 .81 -8.83***

학업수행적응 3.71 .86 3.98 .83 -4.47***

또래적응 3.77 .83 4.13 .75 -6.13***

교사적응 3.97 .69 4.07 .83 -1.87

전체 3.79 .73 4.15 .62 -7.38***

전체 3.96(.70)
***p < .001

표 6. 아동의 초등학교적응의 일반적인 경향

2)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은 어떠한가?

표 7에 따르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은 전체적으로 평균 3.78(SD=0.52)로 중간정도

의 응집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13) 남아의 평균 점수는 3.78점

(SD=.73), 여아의 평균 점수는 3.79점(SD=.50)으로 나타났다.

가족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응집성에서 남아의 평균 점수는 3.98점(SD=.55), 여아의

평균 점수는 3.97점(SD=.52)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 응집성의 평균점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35). 유연성에서는 남아

의 평균 점수는 3.58점(SD=.59), 여아의 평균 점수는 3.60점(SD=.53)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 유연성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58).

남아의 경우 응집성의 평균 점수가 3.98(SD=.55)로 가장 높았고, 가족상호작용 전체

평균 점수 3.78(SD=.55), 유연성 평균 점수 3.58(SD=.59)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응집성의 평균 점수가 3.97(SD=.52)로 가장 높았고, 가족상호작용 전체

평균 점수 3.79(SD=.50), 유연성 평균 점수 3.60(SD=.53)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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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남아

(N=392)

여아

(N=366) t

M SD M SD

가족

상호작용

응집성 3.98 .55 3.97 .52 .35

유연성 3.58 .59 3.60 .53 -.58

전체 3.78 .55 3.79 .50 -.13

전체 3.78(.52)

표 7.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의 일반적인 경향

3)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어떠한가?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유능감은 평균 2.32(SD=0.30)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t=-3.71, p<.001), 남아(M=2.28, SD=.30)보다 여아(M=2.36, SD=.3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주장성은 남아(M=2.37, SD=.36)보다 여아(M=2.41,

SD=.36)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 주장성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47). 협력성에서는 남아

(M=1.95, SD=.40)보다 여아(M=2.09, SD=.4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

협력성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4.66, p<.001). 자기통제에서는 남아(M=2.48, SD=.35)보다 여아(M=2.58,

SD=.3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 자기통제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78, p<.001). 책임성은 남

아(M=2.24, SD=.33)보다 여아(M=2.32, SD=.32)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

단 간 책임성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3.61, p<.001).

남아의 경우 자기통제의 평균 점수가 2.48(SD=.35)로 가장 높았고, 주장성 평균 점

수 2.37(SD=.36), 사회적 유능감 전체 평균 점수 2.28(SD=.30), 책임성 평균 점수

2.24(SD=.33), 협력성 평균 점수 1.95(SD=.40)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자기통제의 평균 점수가 2.58(SD=.35)로 가장 높았고, 주장성 평균 점

수 2.41(SD=.36), 사회적 유능감 전체 평균 점수 2.36(SD=.30), 책임성 평균 점수

2.32(SD=.32), 협력성 평균 점수 2.09(SD=.40)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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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남아

(N=392)

여아

(N=366) t

M SD M SD

사회적

유능감

주장성 2.37 .36 2.41 .36 -1.47

협력성 1.95 .40 2.09 .40 -4.66***

자기통제 2.48 .35 2.58 .35 -3.78***

책임성 2.24 .33 2.32 .32 -3.61***

전체 2.28 .30 2.36 .30 -3.71***

전체 2.32(.30)
***p < .001

표 8.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인 경향

4) 아동의 학습준비도는 어떠한가?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학습준비도는 평균 3.55(SD=0.36)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준비도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t=-3.58, p<.001), 남아(M=3.50, SD=.37)보다 여아(M=3.60, SD=.3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정서발달은 남아(M=3.47, SD=.39)보다 여아(M=3.53,

SD=.39)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사회·정서발달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96).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는 남아(M=3.44, SD=.43)보다 여아(M=3.56, SD=.4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두 집단 간 학습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94, p<.001). 의사소통에서는 남아(M=3.56,

SD=.50)보다 여아(M=3.67, SD=.4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 의사소통

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08, p<.01).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은 남아(M=3.61, SD=.39)보다 여아

(M=3.70, SD=.39)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

식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16, p<.01).

남아의 경우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의 평균 점수가 3.61(SD=.39)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평균 점수 3.56(SD=.50), 학습준비도 전체 평균 점수 3.50(SD=.37), 사회·정

서발달 평균 점수 3.47(SD=.39), 학습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 3.44(SD=.40)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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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의 경우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의 평균 점수가 3.70(SD=.39)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평균 점수 3.67(SD=.45), 학습준비도 전체 평균 점수 3.60(SD=.35), 학습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 3.56(SD=.40), 사회·정서발달 평균 점수 3.53(SD=.39)의 순서로

나타났다.

변인 하위요인

남아

(N=392)

여아

(N=366) t

M SD M SD

학습

준비도

사회·정서발달 3.47 .39 3.53 .39 -1.96

학습에 대한 태도 3.44 .43 3.56 .40 -3.94***

의사소통 3.56 .50 3.67 .45 -3.08**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3.61 .39 3.70 .39 -3.16**

전체 3.50 .37 3.60 .35 -3.58***

전체 3.55(.36)
**p < .01, ***p < .001

표 9. 아동의 학습준비도의 일반적인 경향

2. 초등학교적응,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

도 간의 관계

아동의 초등학교적응과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학습준비

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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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적응 가족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83*** 1

3 .88*** .55*** 1

4 .86*** .62*** .71*** 1

5 .54*** .22*** .47*** .41*** 1

6 .12** .09* .10** .10** .11** 1

7 .09* .06 .07 .09* .10** .95*** 1

8 .14*** .11** .11** .10** .11** .95*** .81*** 1

9 .17*** .09* .18*** .17*** .11** .34*** .32*** .32*** 1

10 .11** -.01 .16*** .11** .14*** .29*** .29*** .27*** .88*** 1

11 .17*** .14*** .16*** .14*** .06 .22*** .18*** .24*** .73*** .47*** 1

12 .19*** .16*** .15*** .21*** .07 .28*** .28*** .25*** .84*** .64*** .53*** 1

13 .14*** .07 .15*** .13*** .09* .33*** .31*** .32*** .89*** .72*** .57*** .71*** 1

14 .21*** .12** .22*** .21*** .10** .27*** .26*** .25*** .72*** .68*** .42*** .66*** .63*** 1

15 .13** .07 .13*** .14*** .05 .24*** .23*** .23*** .61*** .60*** .33*** .52*** .54*** .82*** 1

16 .22*** .14*** .23*** .21*** .10** .26*** .25*** .25*** .69*** .63*** .43*** .63*** .60*** .94*** .69*** 1

17 .16*** .09* .17*** .15*** .09* .22*** .22*** .20*** .59*** .56*** .34*** .54*** .53*** .85*** .58*** .74*** 1

18 .19*** .11** .19*** .20*** .10** .20*** .20*** .18*** .58*** .53*** .32*** .58*** .50*** .84*** .55*** .72*** .73*** 1

1. 초등학교적응 전체 평균 2. 학교생활적응 3. 학업수행적응 4. 또래적응 5. 교사적응. 6. 가족상호작용 전체 평균 7. 응집성 8. 유연성 9. 사회적 유능감 전체 평균 10.

주장성 11. 협력성 12. 자기통제 13. 책임성 14. 학습준비도 전체 평균 15. 사회·정서발달 16. 학습에 대한 태도 17. 의사소통 18.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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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전체 변인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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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요인들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요인들

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능감 또한 모든 하위요인들이 서

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학습준비도 간의 상관관계도 마찬가

지로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초등학교적응 전체 평균은 가족상호작용 전체 평균(r=.12, p<.01), 가족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응집성(r=.09, p<.05), 유연성(r=..14, p<.001)과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즉 가족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은 가족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인 유연성(r=.11,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가족리더십, 역할 관계와 관

계에 따른 역할 속의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수행적응은 유연성(r=.11,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논하고 타협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

이 높을수록 학업수행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적응은 응집성

(r=.09, p<.05)과 유연성(r=.10, p<.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가족들 간의

감정적인 결합 수준이 높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적응에서도 응집성(r=.10, p<.01)과 유연성(r=.11,

p<.01)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응집성과 유연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적응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적응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수행적응

은 응집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초등학교적응 전체 평균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전체 평균(r=.17,

p<.001), 주장성(r=.11, p<.01), 협력성(r=.17, p<.001), 자기통제(r=.19, p<.001), 책임성

(r=.14,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

등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학업수행적

응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주장성(r=.16, p<.001), 협력성(r=.16, p<.001), 자기통제

(r=.15, p<.001), 책임성(r=.15,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주장성, 협력성, 자기

통제, 책임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표현이나 수업시간에서의 활동, 적극적인 자세

등의 학업에 있어서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적응은 주장성(r=.11,

p<.01), 협력성(r=.14, p<.001), 자기통제(r=.21, p<.001), 책임성(r=.13,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이 높을수록 또래와 갈등을

해결하거나 친사회적인 행동 등의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은 협력성(r=.14, p<.001), 자기통제(r=.16,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협력적이고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적응은 주장성(r=.14, p<.001), 책임성(r=.09, p<.05)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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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즉, 적절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지시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교사적응 수준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은 주장성, 책임성

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적응은 협력성, 자기통제와 유의한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초등학교적응과 학습준비도에 대한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아

동의 초등학교적응 전체 평균은 아동의 학습준비도 전체 평균(r=.21, p<.001), 사회·정

서발달(r=.13, p<.01), 학습에 대한 태도(r=.22, p<.001), 의사소통(r=.16, p<.001),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r=.19,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학습준비도의 수

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습

에 대한 태도(r=.14, p<.001), 의사소통(r=.09, p<.05),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r=.11,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학습에 대한 태도가 높고 의사소통, 인지 발

달 및 일반적 지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행

적응은 사회·정서발달(r=.13, p<.001), 학습에 대한 태도(r=.23, p<.001), 의사소통

(r=.17, p<.001),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r=.19,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이는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수준

이 높을수록 학업수행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적응은 사회·정서발달

(r=.14, p<.001), 학습에 대한 태도(r=.21, p<.001), 의사소통(r=.15, p<.001),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r=.20,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적응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적응은 학습에 대한 태도(r=.10, p<.01), 의사소통(r=.09,

p<.05),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r=.10,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학

습에 대한 태도가 높고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이 높을수록 교사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적응과 교사적응은

사회·정서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상관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가족상호작용 전체 평균은 사회적 유능감 전체 평균(r=.34, p<.001), 주장성

(r=.29, p<.001), 협력성(r=.22, p<.001), 자기통제(r=.28, p<.001), 책임성(r=.33, p<.0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족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성(r=.29, p<.001), 협력성(r=.18, p<.001), 자기

통제(r=.28, p<.001), 책임성(r=.31, p<.001)은 응집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족과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주장성(r=.27, p<.001), 협력성(r=.24, p<.001), 자기통제(r=.25, p<.001), 책임성

(r=.32, p<.001)은 유연성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족과의 유연성 또한 높

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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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족상호작용 전체 평균은 학습준비도 전체 평균(r=.27, p<.001), 사회·정서발달

(r=.24, p<.001), 학습에 대한 태도(r=.26, p<.001), 의사소통(r=.22, p<.001),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r=.20,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족상호작용의 수준

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발달(r=.23,

p<.001), 학습에 대한 태도(r=.25, p<.001), 의사소통(r=.22, p<.001), 인지 발달 및 일

반적 지식(r=.20, p<.001)은 응집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족과의 응집성

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정서발달(r=.23,

p<.001), 학습에 대한 태도(r=.25, p<.001), 의사소통(r=.20, p<.001), 인지 발달 및 일

반적 지식(r=.18, p<.001)은 유연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족과의 유연성

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에 대한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유능감 전체 평균은 학습준비도 전체 평균(r=.72, p<.001), 사회·정서발달

(r=.61, p<.001), 학습에 대한 태도(r=.69, p<.001), 의사소통(r=.59, p<.001),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r=.58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

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의 하위요인 중 주장성은 학습준비도의 사회·정서발달(r=.60, p<.001), 학습에 대한 태

도(r=.63, p<.001), 의사소통(r=.56, p<.001),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r=.53, p<.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등의 주장성이 높을수록 학습

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성은 학습준비도의 사회·정서발달(r=.33,

p<.001), 학습에 대한 태도(r=.43, p<.001), 의사소통(r=.34, p<.001), 인지 발달 및 일

반적 지식(r=.32,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거나 학업을

잘 수행하는 협력성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는

학습준비도의 사회·정서발달(r=.52 p<.001), 학습에 대한 태도(r=.63, p<.001), 의사소

통(r=.54, p<.001),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r=.58,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

아가 동료에게 놀림을 당할 때 적절히 대응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는 자기통제

가 높을수록 학습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성은 학습준비도의 사회·정

서발달(r=.54 p<.001), 학습에 대한 태도(r=.60, p<.001), 의사소통(r=.53, p<.001),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r=.50,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규칙과 순서를 지키고, 지

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임성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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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교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의 직·간접적인 영향

1) 연구모형 검증

초등학교적응에 대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를 알아보고, 최적의 연구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을 기반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구체적인 적합도는 아래의 표 11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df RMSEA SRMR NNFI CFI

적합 기준 <3 <.10 <.80 >.90 >.90

적합 지수 1.91 .035 .022 .992 .997

표 11.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표 11에 의하면 /df=4.55, RMSEA=.069, SRMR=.036, NNFI=.946, CFI=.958로 나

타났다. /df 지수는 3 이하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신건권, 2016), Steiger(1990)의

주장에 의하면 RMSEA 지수는 .10 미만이면 양호한 적합도,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1 이하면 가장 좋은 적합도로 평가한다. SRMR은 .80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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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 & Bentler, 1999)되며, NNFI,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한 모델로 수용한다(문수

백,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측정변인들은 이론 변인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결과

초등학교적응에 대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가

어떠한 경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정모형을 토대로 구조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축된 경로의 경로계수는 표 12와 같으며 이 중 유

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변인간의 경로 B  S.E C.R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 사회적 유능감 .19 .34 .02 9.79***

→ 학습준비도 .02 .03 .02 1.19

사회적 유능감 → 학습준비도 .84 .71 .03 26.52***

학습준비도 → 초등학교적응 .40 .21 .07 5.77***

***p < .001

표 12.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34***

.71***

.21***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아동의

학습준비도
초등학교적응

그림 3. 초등학교적응에 대한 직접효과

그림 3에 의하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34,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71, p<.001)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적

응(=.21,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경로모형에서 관

련 변인들이 초등학교적응을 총 4%의 설명력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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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4에

서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를 통하여 초등학교

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간접적인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간접효과는 표 13에 제시

하였고, 그 결과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변인간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 사회적 유능감 .34*** .34**

→ 학습준비도 .03 .24** .27**

→ 초등학교적응 .06** .06**

사회적 유능감
→ 학습준비도 .71*** .71**

→ 초등학교적응 .15** .15**

학습준비도 → 초등학교적응 .21*** .21**

**p < .01, ***p < .001

표 13. 초등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

.34***

.71***

.21***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아동의

학습준비도
초등학교적응

.24**

.06**

.15**

그림 4. 초등학교적응과 관련 변인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

표 13에 제시된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

용이 학습준비도로 가는 경로에서 표준화 간접효과는 .24(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학습준비도→초등학교적응 경로를 포

함한다. 즉,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적응이 증진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이 초등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06(p<.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15(p<.01)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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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초등학교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 29에 제시하였

다. 표 13에 의하면 초등학교적응의 직접효과의 경우 학습준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

으며, 총 효과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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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초기 초등학교적응은 아동기 주요 발달과제로, 이후의 학령기를 비롯해 전반적인 적

응을 예측해 주므로, 여러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Brody, et al., 2002;

Ladd & Troop-Gordon, 2003). 본 연구는 초기 초등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단기·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성에 따라서 초등학교적응,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과 아동의 사회적유능감 및 학습준비도가 초등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해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초등학교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을 살

펴보았으며, 변인들의 직·간접적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

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적응,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학습준비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초등학교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성별에 따라 남아보다 여아가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은 중간정도의 응집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습준비도

또한 전체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고 보고한 김은정(2011)과 이영

은(2009)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교사적응에서는 성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적응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 담임교사의 판단이 명

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성별차이가 없는 교사적응 영역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이

된다는 김은설(2018)의 연구와 일치한다. 사회적 유능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

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사회적 유능감이 남아보다 여아가 높다고 보고한 권연희(2003)

는 대부분의 평정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에 따른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

다. 또한 이혜경(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이는 사회적 유능감이 타인과의 관계 속

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능력으로서, 여아가 남아보다 인지적 자발성이

높고, 정서능력 중에서도 특히 타인정서인식과 감정이입 능력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

한 여아의 특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마

지막으로 학습준비도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윤정

순(2016), 이연정(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은 여아가 남

아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김은열(2002)

과 조옥미(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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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초등학교적응과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초등학교적응은 가족상호작용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

타났는데, 이는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학교생활적응이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다는

권태우, 조규판(201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가족응

집성과 적응성으로 높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요인인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은 가족상호작용의 유연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적응과 교사적응은 가족상호작용의 응집

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수행적응은 응집성과 유의

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응집성과

유연성이 학교적응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한윤미(2011)의 연구와는 일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상호작용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초

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는 어머니가 평정하

였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연구대상자들은 본인이 직접 평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학교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

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은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학업수행적응과 또래적응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

인인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적 유능감이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강수령(2001)과 임지현(2009)의 연

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김수정, 곽금주(20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김수정, 곽금주(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이 만 7세 대 아동과 직접

면접을 통해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만 6세인 아동의 어머니가 평정하였기 때문

에 연구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적응과 아동의 학습

준비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적응은 학습준비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적응의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은 학습준비

도의 모든 하위요인인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

적 지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습관련 기술이 초등학교 1

학년 아동의 학교적응력과 유의미한 정석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희숙(2008)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자녀의 학교적응기대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윤정순(201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능

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 모두 가족상호작용의 응집성과 유연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진 등(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가족상호작

용과 학습준비도 또한 가족상호작용이 학습준비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

며, 가족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응집성과 유연성이 학습준비도의 사회·정서발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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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이는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학습준비도 간의 유의한 정석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박희숙(2012)과 민미희(2017)의 연구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는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감의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

이 학습준비도의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

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유미현(201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

치하며, 이영진 등(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관련 변인들이 초등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경로를 알아보는 것

이다. 결과의 의하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간에 응집성과 유연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

회적 유능감은 증가된다. 또한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이 학습준비도로 가는 경로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가

족상호작용→학습준비도→초등학교적응 경로를 포함한다. 즉,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적응이 증진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이 초등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아동의 사회

적 유능감이 초등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인 유의미성

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초등

학교적응의 직접효과의 경우 학습준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총 효과의 경우 아

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1학년 아동의 초등학교적응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

는 예측변인은 만 6세의 학습준비도였으며, 특히 학습에 대한 태도가 초등학교적응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보였다. 좋은 학습태도는 아동의 성장에 따라 주변 세계와 능

동적으로 상호작용하려는 행위를 증가시키며, 학업관련 자율성, 자신감, 자기효능감을

발달시켜나가고(김희수, 2013), 인지적, 정서적 확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김안나,

2011; 임선아, 2011) 아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여아보다 남아가 학습에 대한 태도가 낮게 나온 결과에 따라서

남아의 학습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환경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초등학교

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입학 후 초기 초등학교적

응에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유능감은 초등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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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6세, 만 7세 아동 및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후속 연구에

서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만을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을 배제

하였다. 최근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부모공동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가족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인

이 어머니와 교사의 지각으로 평정되었다는 점에서 한 대상에 대해 다른 대상의 지각

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에 대한 측정의 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정 대상간의 지각 불일치를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측정 자료

를 수집한다면 좀 더 타당하고 보다 더 신뢰로운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령의 초등학교적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탐색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하였던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시되는 결과들을 통해

초등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예측하게 해주었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를 이용하여 초등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에 초등학교 1학년의 초기

학교적응을 위한 부모와 교사에게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39 -

참고문헌

강수령(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혜연(2010). 유아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9(1),

5-32.

고경은(2002).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고애순(2001). 가족체제유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수정, 이현주(2014).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14(7), 188-195.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

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태우, 조규판(2015). 학업적 자기효능감,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학급풍토가 아동

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205-225.

김난영, 신유림(2001).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연세교육

과학, 49, 145-161.

김동연(2002). 가족기능이 초등학생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련현(2005). 유아의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교사관계 및 또래수용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순, 김지연, 박영림, 이영신, 신보원(2014). 취학 전후 가정문해환경이 초등학교 1

학년 아동의 언어수행능력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6), 969-980.

김명혜, 김광웅(2006). 한국과 캐나다 거주 어머니들의 부모신념,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아동복지연구, 4(3), 1-23.

김민진(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 145-161.

김선숙(2005). 가족 응집성과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행동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영, 안선희(2006).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초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183-197.

김성숙, 송미영, 김준엽, 이현숙(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지역 간 학



- 40 -

력 차이에 따른 초, 중, 고 학교 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4(1), 51-72.

김성식(2011). 입학 전 교육 경험과 입학 후 학습 활동이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미

치는 영향.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335-347.

김수정, 곽금주(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 단기·종

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3(2), 19-37.

김수정, 곽금주(2012). 가정이 소득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3), 85-105.

김용래(1993). 정의적 특성과 그 선행변인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9, 5-96.

김안나(2011). 수업에 대한 유아교사의 이야기: 좋은 수업을 찾아서. 유아교육연구,

31(4), 229-258.

김은열(2002). 가족의 응집성과 유아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건국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설(2018).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 발달지원

연구, 7(1), 19-34.

김은정(2011). 초등학생 학습양식 및 성별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학교적응력 분석. 공

주교육대학 교육연구소, 46(1), 37-52.

김지연, 김영희(2017). 어머니의 정서성,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

적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117-137.

김진미, 홍세영(2017). 유아의 학교준비도 영향요인 분석. 육아정책연구, 11(2),

169-194.

김혜순, 강기숙(2005). 유아의 지능, 가정양육환경 및 자기 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가

정관리학회지, 23(4), 17-26.

김혜지(2005).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소외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효원(2004).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순식(2002).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생활적응. 충북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류윤석(1996). 초등학교 도시전입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화 적용. 서울: 학지사.

민미희(2017). 가족 자원,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유아의 학업능력과 유아의 학습준비

도 간의 구조모형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1-19.



- 41 -

민영순(1995). 가정환경 및 학교사회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혜영(1998).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과 개인 내적변인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금옥(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전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병숙(2013). ‘바른생활’과 수업을 통한 UCC활동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

과 장애 위험 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수원(2003).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연수(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연정, 정옥분(2010).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7(3), 37-54.

박윤배(1991).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주, 심우엽(2005).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

심으로. 초등상담연구, 4(1), 285-310.

박향숙(2005).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친구 관계 및 학교 적응.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정, 강혜원, 장명림(1987). 유아 학습준비도 검사 개발연구(연구보고 RR87-39).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200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스트레스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 이화여

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희숙(2008). 유아 학습관련 기술이 취학 후 아동의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명향에 관

한 단기종단 연구. 아동학회지, 29(6), 73-86.

박희숙(2012). 유아 학습준비도 관련 변인 탐색: 가족의 외적환경과 가족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보육복지연구, 16(4), 139-157.

백지숙, 권은주(2017).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

의 사회적 유능감과 언어 및 문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99-114.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

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서재화, 김현경(2018). 아동의 초등학교적응 및 집행기능의 종단적 발달경로 : 어머니



- 42 -

의 활동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역할. 유아교육연구, 38(5), 107-130.

성미영, 장영은, 손승희(2016). 자기조절에 대한 교사신념,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 및

학교준비도의 관계: 유아 성별에 따른 차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3), 61-78.

송순옥(201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

는 영향. 인문사회21, 8(3), 493-509.

신건권(2016).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Amos 23 통계분석 따라하

기. 서울: 청람

신귀순(2001). 가족의 기능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관계성향. 숙명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수원, 임난주(2014). 유아리더십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3), 1465-1470.

신수희(2018).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염애경(2011). 취학 전 유아의 초등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염혜선, 이은주(2015). 사회적 및 학업적 맥락에서의 유능감과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성

취, 또래관계 질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2), 185-207.

유미현(2017).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인지, 언어, 사회정

서 발달이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순(2016). 만 5세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의 학교적

응 기대 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님(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26(5), 211-224.

이보람(2014년 3월 10일). 부모의 말할 수 없는 고민 ‘신학기증후군’. 경향신문. 2018년

11월 25일 검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

03101559132&code=900303

이연정(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학습준비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은(2009). 초등학생의 설명 및 형제구성에 따른 학교 적응 능력 및 성격 특성 비

교.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진, 김미래, 이은형(2018). 부모의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유아의 사

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2), 45-67.

이유미(1999).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솔(2013).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상호작용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



- 43 -

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해(2001). 아동발달의 평가와 측정. 서울: 교문사.

이정희(2016).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유연성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 자

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경(2004). 사회적 유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또래 유능성에 미

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2004). 취학 전 시기의 모-자녀관계, 교사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초기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 :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333-357.

이태영(2000). 유아를 위한 사회적 유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검증. 서울

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민(2005). 초등학생의 교사행동지각과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2010).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및 정서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연세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선아(2011). 부모와 학생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한 연구. 교육

심리연구, 25(4), 811-833.

임성윤(2005).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지현(2009).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2014). 아동 개인 및 가정환경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차이 연구. 초등교육연구, 27(2), 95-122.

장호성(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귀연, 최보가(1995).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13(1), 99-113.

정계숙(1986).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일 연구. 사대논문집, 13,

109-127.

정대현(2006).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유아-교사관계·다중지능과 초등학교 적응간의 관

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미영, 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정성련(1998). 가정환경이 초등학생의 고민정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순자, 김영희(2007).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



- 44 -

감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학 연구, 2(1), 145-163.

정원식(1989).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정정임(2008). 가정환경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조경자(2005). 초등학교에 대한 유아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5(4), 81-103.

조경진, 안선희(2015). 가정환경의 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

비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3), 229-239.

조순옥(2016).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

계. 유아지원연구, 11(1), 95-118.

조옥미(2005). 유아기 부모의 놀이성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동, 조성민, 최인선(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지역 규모별

특성 분석-2010, 2011년 초등학교 수학과 결과를 중심으로. 수학교육, 52(3),

303-317.

지성애, 정대현(2006). 초등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지성애, 정대현, 정효은, 안지송, 박은영(2006). 유아의 초등학교준비도에 대한 유아교

육기관 교사와 학부모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 11(5), 227-249.

최옥희, 김용미, 김영호(2009).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

업수행성취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133-160.

최지현, 박혜원(2010).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

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13-124.

하영례(1983). 사회계층별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학습준비도 검사에 관한 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윤미(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정기(1995). 국민학생의 상황불안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Albers, L. J., Doane, J. A., & Mintz, J. (1986). Social competence and family

environment: 15‐year follow‐up of disturbed adolescents. Family Process,

25(3), 379-389.

Amstrong, K., Missall, K. N., Shaffer, E., & Hojnoski, R. L. (2009). Promotion

positive adaptation durning the early childhood years. In R. Gilman, S.

Huebner, & M. Furlong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39-351). New York, NY: Routledge.



- 45 -

Anderson, S., & Messik, S. (1974).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82-293.

Bagwell, G. L., Newcomb, A. F.,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Barbara, M. B., & Martha, J. G. (1999). School adaptation: A triangular proces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2), 345-370.

Bowman, B. (2006).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B.

Bowman & E. K. Moore (Eds.),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on cultural diversity. Washington, DC: National

Black Child Development Institute, Inc.

Brody, G. H., Murry, V. M., Kim, S., & Brown, A. C. (2002). Longitudinal

pahtways to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rural single-parent households. Child

Development, 73(5), 1505-1516.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Berverly Hills, CA: Sage.

Burgess, C. S. (2005). The evaluation of a multi-component early intervention

strategy on school readiness level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Johns

Hopkins.

Carton, M. P., & Winsler, A. (1999). School readiness: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School Psychology Review, 28(3), 338-352.

Connell, C. M., & Prinz, R. J. (2002). The impact of childcare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on school readiness and social skills development for low-income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2), 177-193.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 alagre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2), 2317-2327.

Crockenberg, S., Jackson, S. & Langrock, A. M. (1996). Autonomy and goal

attainment: Parenting, Gender, and autonomy, Social Competence. In M.

Killec (Ed.), Children’s autonomy, social competence, and interactions with

adults and other children: Exploring connections and consequence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Dadds, M. R. (1987). Family and the origi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Family

Process, 26, 341-357.



- 46 -

Entwisle, D. R., Alexander, K. L., & Olson, L. S. (2005). First grade and

educational attainment by age 22: A new st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5), 1458-1502.

Eric, W. L. & Jacquelyn, M. (2001). Interparental agreement, Parent-Child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Family Relations, 50(4),

348-354.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23-340.

Garmezy, N., & Masten, A. (1991). The protective role of competence indicators in

children at risk. In E. M. Cumming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pp, 151-17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Green, K. D., Forehand, R., Beek, S. J., & Vosk, B. (1980).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among measur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51, 1149-1156.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Hamre, B. K., & Pianta, R. C. (2005). Can instructional and emotional support in

the first-grade classroom make a difference for children at risk of school

failure? Child Development, 76(5), 949-967.

Halle, T. G., Hair, E. C., Wandner, L. D., & Chien, N. C. (2012). Profiles of school

readiness among four-year-old Head Start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4), 613-626.

Hess, R. D., Holloway, S. D., Dickson, W. P., & Price, G. G. (1984). Maternal

variables as predictors of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in vocabulary and mathematics in sixth grade. Child Development, 55(5),

1902-1912.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7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 Child



- 47 -

Development, 74(5), 1344-1367.

Masten, A., & Coatswa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May, D. C., & Kundert, D. K. (1997). School readiness practices and children at

risk: Examining the issues. Psychology in the Schools, 34(2), 73-84.

May, D. C., Kudertn, D. K., Nikolott, O., Welch, E., Garrett, M., & Brent, D.

(1994). School readiness: An obstacle to intervention and inclus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8(3), 290-301.

Murphey, D. A., & Burn,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systems: Ⅵ.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Olson, D. H., & Gorall, D. M. (2006).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Olson, D. H. (2010). FACES IV manua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Olson, D. H. (2011).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validation study.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37(1), 64-80.

Peiiegrini, A. D., & Bjorklund, D. F. (1998). Applied child study: A developmental

approach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Romano, E., Babchishin, L., Pagani, L. S., & Kohen, D. (2010).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replication and extension using a nationwide Canadian

survey.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995-1007.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 (2005).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15(1), 5-14.

Schaefer, B. A., & McDermott, P. A. (1999). Learning behavior and intelligence as

explanation for children’s scholastic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7(3), 299-313.



- 48 -

Snow, C. E., Burn, M. S., & Griffin, P. (1998). Preventing reading difficulties in

young children (Ed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Stipek, D., Feiler, R., Byler, P., Ryan, R., Milburn, S., & Salmon, J. (1998). Good

beginnings: What difference does the program make in preparing young

children for 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

41-66.

Stright, A. D., Gallagher, C. G., & Kelle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Thomas, D. E., Bierman, K. L., Thompson, C. I., Powers, C. J.,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08). Double jeopardy: Child and

school characteristics that predict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in first

grade. School Psychology Review, 37(4), 516-532.

Vitaro, F., Brendgen, M., Larose, S., & Tremblay, R. E. (2005). Kindergarten

disruptive behaviors, protective factor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by early

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4), 617-629.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49 -

Abstract

The Effects of Mothers' Family Interacti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Readiness o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Kim, JiSu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come a basic data for early adjustment of

first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by examining the effect of mother's family

interacti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Readiness o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n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variables. The general

trends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mothers' family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readiness were analyze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analyzed and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o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were analyzed.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7th year (2014) and the 8th year (2015)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collected by the Center for Childcare

Polic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27 children who were paneled until the

eighth stage in 201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our variables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family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readiness) except for the missing values among the 6-7 years old of participation

in both 7th and 8th year. Finally, 758 data were analyzed. To measure the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s, 'School Adjustment Inventory' was developed

by Chi Sung Ae and Jung Dae-hyun (2006), and 'Balanced Cohesive' and

'Balanced Balebility' were investigated by the Korean Children's Panel team at

FACES IV, Olson (2010). The social competence of the child was utilized by the

Korean children's panel researchers with reference to Gresham and Elliott (1990)'

s validation of the instrument in Seo Mi ok (2004). The school readiness of the

children was determined by the Korean children's panel researchers using data



- 50 -

from Murphey and Burns (2002) after the translation and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analyze the general tendency of the variables,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ducted. Independent sample t-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variables according to the gender.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o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tendency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mother's family

interacti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readiness showed that children

adapt well in elementary school and that girls are higher than boys according to

sex . There was moderate cohesion and flexibility in mother's family interaction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ppeared to be at a moderate level. The preparation of the children

also showed a somewhat higher level as a whole, and the girls were higher than

the boys according to sex.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nd mother's

family interacti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readines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nd mother‘s family interaction, School life adjustment,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Peer adjustment and teacher adjustmen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flexibility of mothers' family interaction.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er adjustment and teacher adjustment

and cohesiveness of family interacti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didn'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ohesiveness.

Nex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competence, and according to the sub

factors,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and peer adjustment wa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ssertiveness, cooperation, self control, and

accountabilit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nd the school readiness of the childre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chool readiness for

preparation. The sub-factors showed that the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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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er adjustment wer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ttitudes toward

learning, communication, 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family interaction and social competence showed

that family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competence,

and sub factors of social competence such as assertiveness, cooperation, self

control,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 cohesiveness

and flexibility. The mother's family interaction and school readiness were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interaction and school readiness. Coherence and

flexibility, which are sub factors of family interaction, were related to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 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ompetence of the child and the school readiness, the social competence and the

school readiness level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ocial

competence and the social competence, assertivenes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learners, attitude toward learning, communication, 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Third,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o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mother's family interaction

directly affected social competenc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cohesiveness

and flexibility among families, the more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increases.

The mother's family interaction show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school

readiness. This implies that family interaction indirectly influences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through social competence in the path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parents and teachers for early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by predicting variables related to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through the presented results. Thus, mother's family interaction and

child's social competence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initial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fter admission. In particular, social competence has a direct

effect on school readiness as well as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so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variables that affect social compet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various researches to explain the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at the specific age of elementary school should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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