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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One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mother, ego-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The other was to test the structural equivalence among 
researched variable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amples. The subjects were 419 sophomores of middle and high 
school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hile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had only an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2) Ego-identity had a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nd mediated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mother in school adjustment. 3) Multiple-group analysis revealed that middle and high school groups had the same 
structural relationships, but had different regression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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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미

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범과 역할
을 배우는 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장소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활동시
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학교에서의 적응은 청
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건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전단계로서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성인기의 건전한 발달 및 적응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적성과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이나 엄격한 교칙, 교사나 학생들 
간의 대인관계나 경쟁 등으로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외, 2004; 
류경희, 2003). 또한 최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
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매년 6～7만 발생하고 있으며 이
는 전체 학령기 인구의 2.3%에 달하여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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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06).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청소년 개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
하게 된다(김광수, 2002; 김여진, 2006). 따라서 청소년
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학교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
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적응이란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며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행동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문은식, 2004; 민하영, 권기남, 2004). 학교적응은 단
일 개념이라기 보다는 복합적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 준수 
영역(박현선, 1998)이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영역(배숙진, 1998)으로 개념
화된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에 기초한다는 점과 청
소년들을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상황으로 유도하는 일차
적인 원인이 가족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가족관련 변인
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 등 여러 요
인들이 연구되어 왔으며(류경희 2003; 배숙진, 1998; 정
유진, 1999; Armsden & Greenberg, 1987; Kurdek & 
Sinclair, 1988), 이들 요인들 중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
사소통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경님, 2003; 홍연란, 2000). 청
소년기에는 자율성과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는 한편, 
부모의 관심과 이해 및 대화를 절실히 요구하기도 한다
(김여진, 2006; Collins & Repinski, 1994; Hill & 
Holmbeck, 1986). 특히 청소년기 부모-자녀 간의 의사
소통은 역할조망과 도덕성 발달 등 청소년들의 인성이나 
행동 발달과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자녀 간의 인간관계는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뿐
만 아니라 학교적응의 전반적인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민숙, 2006; 최재숙, 2001). 

부모-청소년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 대해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청소년
들은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1996; 백경숙, 권용신, 2004). 부모-청소년 자녀 간의 개
방적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
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서로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Banes 
& Olson, 1982). 이러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
녀 간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서로간의 이해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긴
장과 갈등이 해소되며 학교적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적응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
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한 경우, 그리고 역기능적인 의사
소통을 하는 경우 비행, 인터넷 중독, 가출 등의 문제행
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숙, 2008; 박지현, 
2003; 이경님, 2003; 이경님, 하연미, 2004). 

청소년기 동안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
사소통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뿐 아니라 학교적
응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모-자녀 간의 의
사소통 기회와 관심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화시간
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의사소통 기회가 있더
라도 일방적 지시나 훈계, 비난, 비판 등의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방
법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리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와 청소년의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
구들이 주를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자녀양육에 있
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백경숙, 권용신, 
2004; 조윤미, 이숙, 2008)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되
어진다.

가족관련 변인과 더불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으로서 학교적응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현림, 천
미숙, 2003; 조미란, 1989).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생각으로(Erikson, 1968), 개
인의 내적 탐색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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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권기남, 2004). 청소년기 동안 ‘나는 누구이며 미
래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적 물음에 답하려
는 노력을 하게 되며,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이러한 노
력은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전망을 제시해 
준다. 

청소년기 동안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 자신
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구체
적인 노력들을 하게 된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과 원만하
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자아정체
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거나 혼미하게 되면 자신을 부정
하고 무능한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며 인생의 목표
에 대한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 타인을 불신하며 친밀하
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자아정체감의 형성 여부는 청소년 개개인
의 건전한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
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
계에서 안정적이며 학업 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교사나 
또래 관계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며,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란, 2002; 현희순, 
김양순, 1999; Erath et al., 2008). 또한 자아정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보다 적극
적으로 대처를 하여 자신들의 학교생활 전략을 스스로 
모색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연, 이
재신, 2000).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으로써 자아정체감
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부적응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면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해서 볼 때, 청소년기 건강한 적
응의 기초가 되는 가족에서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과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은 청소년들
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
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연구되어져 왔으며 이 요인들을 동
시에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
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변인들의 직접적인 효과만
을 살펴보았을 뿐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정체
감,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부모의 의사소통이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의 자아관련 변
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들이 보고되고 있다(이경님, 2003; 백경미 외, 2008). 이
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중학생과 고
등학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구자경 외, 2001; 김
광수, 2002; 유윤희, 1994; 이진숙, 정혜정, 2004), 이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접, 간접 효
과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지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청
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선정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설정하여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채택된 구조방정식 
모형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
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아버지개방 자아정체감

어머니개방 학교적응

[그림 1]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 변인들 간의 
가설적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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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남학생 109 106 215

여학생 103 101 204

전체 212 207 419

<표 1> 연구 대상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212명과 고등학교 2학년 207명으로 총 419명이었다<표 
1>. 중학생의 평균 연령은 13.7세이었으며 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16.6세 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청소년 자녀 간의 의사소통 척도(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
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의사소통의 하위영
역으로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되
어 각 10문항씩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어머니와
의 개방형 의사소통만을 사용하였으며 문항꾸러미 방법
으로 아버지 개방1과 아버지 개방2, 어머니 개방1과 어머
니 개방2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꾸러
미 방법(item parceling method)은 주어진 척도하의 문
항들을 두 개 또는 세 개의 꾸러미로 묶어 새로운 지표변
수를 만드는 방법이다(문수백, 2009). 문항꾸러미 방법을 
통해 척도에 포함된 문항을 두 개 또는 세 개의 꾸러미 
속에 무작위로 배치할 경우 통계적으로 각 꾸러미 속에 
배치된 문항의 모든 특성(문항신뢰도 및 문항타당도 등)
이 골고루 분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으로는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주저함 없이 내 주장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아버지 
개방1과 아버지 개방 2는 각각 .82, . 83이었으며 어머니 
개방1과 어머니 개방2는 .80, .79이었다. 

2)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

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승국(1999)이 일부 수정⋅보완
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8개의 문항을 요인분
석하여 공통성이 낮은 4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 
한 결과 6요인(미래확신성, 자기수용성, 친밀성, 주체성, 
주도성, 목표지향성)이 추출되었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에 관한 문항으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
서 한다’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
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미래확신성이 .92, 자기수용성이 .89, 
친밀성이 .83, 주체성이 .80, 주도성이 .82, 그리고 목표
지향성이 .78이었다.

3) 학교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박현선(1998)의 학교적응 유연

성 검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2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공통성이 낮은 6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요
인분석 한 결과 3요인(학교규범 준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이 추출되었다. 학교적
응 관한 문항으로는 ‘학교의 규범을 준수한다’, ‘학교생
활이 즐겁다’, ‘수업시간에 나는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운
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각 요인별로 점수
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학교규범 준수가 .78,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77,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가 .74 이었다.

3. 분석방법
청소년 학교적응의 원인변인으로 설정한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자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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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계적 모델

체감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단일척도의 경
우 문항꾸러미 방법을 이용하여 각 잠재변수별로 두 개
의 지표변수를 설정하였다.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문항꾸러미 방법
에 따라 전체 문항을 두 개의 꾸러미 집단으로 분류한 다
음 아버지 개방1과 아버지 개방2의 두 개의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도 같은 방법으
로 어머니 개방1과 어머니 개방2의 두 개의 지표변수를 
설정하였다. 아버지 개방1과 개방 2, 어머니 개방1과 개
방2의 지표변수를 통해 아버지 개방형 의사소통과 어머
니 개방형 의사소통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위해 미래확신성, 자기수용성, 친밀성, 주체성, 
주도성, 목표지향성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학교적
응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규범준수, 학교생활에 대한 흥
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모델추정 조건에 따라 단위부하량(unit loading 
identification) 고정법에 따라 잠재변수에 척도를 부여한 
다음 [그림 2]와 같이 통계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17.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
방정식모델하의 13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
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별 왜도와 첨도 모두에 있어
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
니라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에 AMOS17.0의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여 통계적 모델의 부합
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자료의 신뢰도와 상관관계, 

기술적 통계를 위해서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지수 χ²값, RMSEA, CFI, TLI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델하의 변인들간의 직접효과
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
접효과 역시 AMOS17.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
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동일성 검증은 내재된 모형(nested model)들
에 대한 위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2. 연구모델의 분석 결과 
1) 측정모델의 부합도 평가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

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문수
백, 2009)에 따라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측
정모델과 구조모델을 분리하여 설정한 다음 설정된 측정
모델과 구조모델의 모델추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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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 1 2 3 43 5 6 7 8 9 10 11 12 13

1 1 .77** .36** .33** .09 .22** .07 .23** .04 .10 .03 .19** .21**

2 .78** 1 .31** .41** .11 .27** .06 .24** .02 .08 -.03 .15* .20**

3 .25** .35** 1 .80** .55 .32** .14* .25** .06 .14* .02 .09 .12

4 .23** .39** .77** 1 .07 .26** .12 .21** .04 .09 .02 .14* .16*

5 .18** .20** .22** .29** 1 .38** .27** .47** .27** .37** .17* .24** .13

6 .30** .27** .36** .37** .48** 1 .34** .56** .33** .43** .17* .44** .17**

7 .27** .20** .16* .14* .22** .42** 1 .44** .60** .38** .05 .21** .10

8 .29** .32** .35** .32** .40** .59** .27** 1 .49** .64** .15* .33** .38**

9 .21** .14* .24** .14* .34** .53** .64** .47** 1 .44** -.02 .06 .08

10 .24** .26** .21** .22** .26** .41** .42** .51** .53** 1 .05 .28** .27**

11 .09 .10 .27** .19** .14* .29** .02 .27** .17* .16* 1 .39** .20**

12 31** .33** .33** .33** .21** .42** .16* .39** .21** .31** .53** 1 .30**

13 .28** .34** .20** .23** .24** .34** .08 .51** .22** .37** .23** .42*** 1

중 M 3.34 3.20 3.89 3.64 3.36 3.73 3.29 3.39 3.30 3.11 3.63 3.01 2.83

SD .79 .79 .73 .77 .86 .76 .75 .63 .67 .76 .50 .56 .58

고 M 3.22 3.11 3.97 3.73 3.37 3.87 3.23 3.36 3.28 2.92 3.44 2.67 2.76

SD .86 .87 .70 .74 1.02 .80 .77 .60 .70 .74 .45 .53 .49

*p<.05, **p<.01, 상관표의 대각선 왼쪽 아래는 중학생 자료이며, 오른쪽 위는 고등학생 자료임.
1: 아버지 개방1 2: 아버지 개방2  3: 어머니 개방1  4: 어머니 개방2  5: 미래확신성  6: 자기수용성  7: 친밀성  8: 주체성  9: 주도성  
10: 목표지향성  11: 학교규범준수  12: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13: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표 2> 측정변인간의 상관행렬 및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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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모델

아버지개방 자아정체감

어머니개방 학교적응

e

e

[그림 4] 구조모델

모델과 구조모델이 모두 모델추정가능성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그림 3]의 측정모델의 모델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추정법(ML)을 사용하여 모델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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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개방 자아정체감

어머니개방 학교적응

아버지개방1 아버지개방2 목표지향성 주도성 자기수용성주체성 친밀성 미래확신성

어머니개방2어머니개방1 학교생활흥미 성적학업태도학교규범

e1 e2 e6e5 e7 e8 e9 e10

e14

e15

e4e3 e13e12e11

.71 .96 .45 .35 .69 .23 .50 .28

.84 .98 .67 .59 .83 .48 .71 .53

.42

.20

.29 .13

.05

.52.17

.35

.86
.26.73

.92
.85 .31

.56
.65

.81 .51

[그림 5] 초기 구조방정식 모델의 경로계수

모델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

LO90 HI90

측정모델 33 58 203.02 .91 .05 .94 .06 .09

기준 >.50 >.90 <.10 >.90 >.02 <.10

<표 3> 측정모델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

LO90 HI90

초기모델 33 58 203.02 .91 .05 .94 .06 .09

기준 >.50 >.90 <.10 >.90 >.02 <.10

<표 4> 초기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 지수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연구의 
부합도 분석 결과 보고는 최소한 1) 연구모델의 χ²값
(CIMIN), 2)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RMSEA, 3) 
Bentler의 CFI, Tucker와 Lewis(1973)의 TLI, 그리고 4)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문수백, 2009).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6～.09)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델의 부합도 추정결과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방법을 통해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06～.09), CFI =.94>.90, 
TLI = .91>.90 등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부합도 기준
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하의 모수치
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초기 구조방정식 
모델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결과,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
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R.=.428, 
p>.01). 따라서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학교적응
의 경로를 삭제시킨 보다 간명한 모델을 [그림 6]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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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

LO90 HI90

수정모델 32 59 203.64 .91 .05 .94 .06 .09

초기모델 33 58 203.02 .91 .05 .94 .06 .09

기준 >.50 >.90 <.10 >.90 >.02 <.10

<표 6>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 지수

변인 비표준화계수 SE C.R. p 표준화계수
자아정체감 ← 아버지 개방 .029 .009 3.445 ** .201

자아정체감 ← 어머니 개방 .042 .009 4.506 ** .285

학교적응 ← 아버지 개방 .017 .01 2.138 * .127

학교적응 ← 어머니 개방 .007 .01 .793 .428 .050

학교적응 ← 자아정체감 .468 .06 7.290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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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초기 구조방정식 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아버지개방 자아정체감

어머니개방 학교적응

아버지개방1 아버지개방2 목표지향성 주도성 자기수용성주체성 친밀성 미래확신성

어머니개방2어머니개방1 학교생활흥미 성적학업태도학교규범

e1 e2 e6e5 e7 e8 e9 e10

e14

e15

e4e3 e13e12e11

.15

.29

.20

.71 .96 .45 .34 .68 .23 .51 .28

.84 .98 .67 .59 .83 .48 .71 .53

.42 .53.17

.35

.86
.26.74

.92
.84 .31

.56
.65

.81 .51

[그림 6] 수정 구조방정식 모델의 경로계수

설정하였다.

3) 모델의 수정 및 수정모델 분석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부

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 <표 6>과 같다.
위의 초기 구조방정식 모델과 수정 구조방정식 모델간

의 부합도 지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초기 구조방정식 모델과 비슷하였으나 절
대 부합지수인 χ²값(CMIN)만 0.62만큼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위할 만큼의 부합도가 나빠지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간의 직⋅간접 효과
를 분해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최종 구조방정식 모델의 전체효과, 직․간접효과의 모수
치수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 첫째,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은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은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며 학교적응에는 
직접효과는 미치지 않고 자아정체감을 통한 간접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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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아버지 개방 → 자아정체감 .201 .201** -

어머니 개방 → 자아정체감 .291 .291** -

아버지 개방 → 학교적응 .252 .145** .107**

어머니 개방 → 학교적응 .154 - .154**

자아정체감 → 학교적응 .531 .531** -

**p<.01

<표 7> 학교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분해표

경로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아버지 개방 → 자아정체감 .205 .205** - .175 .175** -

어머니 개방 → 자아정체감 .401 .401** - .187 .187** -

아버지 개방 → 학교적응 .314 .197** .117** .191 .095* .096*

어머니 개방 → 학교적응 .229 - .229** .102 - .102**

자아정체감 → 학교적응 .570 .570** - .547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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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변인들에 대한 효과분해표

모델 CMIN DF P TLI CFI
RMSEA

LO90 HI90

측정계수모델 8.23 9 .51 .91 .92 .05 .07

구조계수모델 10.79 4 .03 .91 .92 .05 .07

구조공분산모델 2.45 3 .48 .91 .92 .05 .07

구조잔차모델 3.56 2 .17 .91 .92 .05 .07

<표 8> 위계적 모델 비교검증 결과

과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정체감은 학
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서의 연구모형 동등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정체

감,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모형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에서 제공하는 다중집단
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
에서는 집단 간의 구조방정식 모델의 1) 측정계수모델
(measurement weight model)의 동일성을 검증, 2) 구
조계수모델(structural weights model)의 동일성 검증, 
3) 구조공분산모델(structural covariance model)의 동
일성 검증, 4) 구조잔차모델(structural residual model)
의 동일성 검증으로 위계적으로 진행되었다(문수백, 

2009). 이러한 위계적 검증은 순차적으로 하위모형에 
내재되었기 때문이다. 

<표 8>의 위계적 모델 간 부합도 비교검증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제약모델(unconstrained model)
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구조방정식 모델의 요
인부하량을 동치로 제약한 측정계수모델의 부합도가 
CMIN=8.23정도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소된 부
합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p=.51>.05로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과 고등
학생 집단 간에 구조방정식 모델 속의 측정모델 및 구조모
델의 형태가 같을 뿐만 아니라 측정모델의 요인부하량까
지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의 측정계수모델의 동질성
이 인정됨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델의 구조모델에 포함된 
잠재변인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간에 경로계수를 같은 값으로 제약한 구조
계수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CMIN= 10.79로 2.56
정도 증가하여 부합도가 감소하였으며 p=.03<.0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경로계수까지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보
여주며 더 이상이 분석이 필요 없음을 보여준다. 중학생
과 고등학생 집단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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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버

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자아정체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측정모델과 구조
모델로 나누어 모델의 부합여부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
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채택된 구조방정식 모델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소 다른 역할을 제공한다. 어머니는 표현적이고 정서
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반면, 아버지는 도구적이고 이성
적이며 판단자의 역할을 제공한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
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버지는 자녀의 직업관과 직업 
선택의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되며 아버지의 이러한 역할
은 자녀에게 포부와 성취동기를 부여하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기 동안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는 
자녀의 지적 발달과 동기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학업 성취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래의 
직업적 성취와 적응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학교생활에 대
해 아버지가 청소년들과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의사소
통할 경우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
게 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리
라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와의 의사소
통이 개방적일수록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한 백경숙, 권용신(2004)의 연구와 아버지와의 개방
형 의사소통이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전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남민숙(2006)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들간의 친밀하고 개방적
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반면,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 직접
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자아정체감을 통해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
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경님(2003), 홍연란(2000)의 연구
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나 청소년의 학교적응이나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한 이경
님, 하연미(2004), 이진숙, 정혜정(2004), 조윤미, 이숙
(200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에는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 고등학생
이 되어서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제 3의 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둘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아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아버지,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와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
신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학교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아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관련 변인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민하영, 권기남(2004), 백경미 외
(2008), 신현숙, 임말란(2005) 등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또래와 보내
는 시간은 많아지는 반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
어들며 의사소통의 기회와 시간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
달과 적응에 중요함을 생각할 때 부모들은 학교생활이나 
적응에 대해 자녀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거나 자아에 관련된 변인을 다룸
으로써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셋째, 자아정체감은 학교적응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자아정체
감이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
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삶에 
있어 자신이 주인이며 자신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특
히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고 흥미를 느끼며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인 학업과 성적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청소년들
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또래와 교사 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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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대인관계에서 안정적인 적응을 이루게 된다. 반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거나 정체감 혼미에 빠지
게 되는 경우 자기를 부정하고 무능한 존재로 열등시 하
며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고 자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학교 현장에서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며 비행이나 일탈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자아정체감 형성인 만큼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
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는 곧 학교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박영란(2002), 현희순과 김양순(1999) 
등의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채택된 연구모형이 중학생과 고등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
과 두 집단에게 동일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생 집단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아
정체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전체효과와 자아정체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전체효과 모두에서 고등학생보다 효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부
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발
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이며 중학생일수록 이들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첫째,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다. 둘째, 자아정체감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
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의
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
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학교적응
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구조적 관계가 중학생과 고등학
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을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과 자아정체감만을 포함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
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학교
적응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면접 등의 다
양한 방법과 부모의 평가나 교사의 평가 등 다양한 보고
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
사소통, 자아정체감,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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