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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초등학생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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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Chil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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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their emotion regulation. The subjects 
were 122 1st grade students selected from one elementary school in Incheon. Teachers rated each child using the 
Emotion Regulation Scale (Lee, 1997) and School Adjustment Scale (Chi & Jung, 2006).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s. The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were differed by sex of the child. The girls were assessed to be better adapted in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than the boys. The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the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predicted how well they would adjust to school life.

Keywords : school adjustment, emotion regulation, child’s sex

Ⅰ. 서론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입학

하게 되면서 생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Bronfenbrenner(1979/1992)가 설명하는 생태적 전이

(ecological transition)로 가정과 유아기관에서의 생활을 

초등학교로 옮겨감을 뜻한다.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유

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과 많은 차이가 있다. 환경적 차

이, 또래 및 교사 간의 관계에서의 차이, 교육과정의 차

이, 일과 운영의 차이, 규율의 차이가 그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과제를 부여하게 

된다(지성애, 정대현, 2006). 더욱이 초등학교 입학 초기

인 1학년 시기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입각할 때 전

조작기인 2세에서 7세 유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이유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생태적 전이의 시기

임과 동시에 유아교육 기관과 초등학교라는 두 기관 간

의 연계성 부족으로 적응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정대현, 지성애, 2006).
초등학교에서의 초기 부적응은 아동의 발달을 전생애

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초기 부적응은 아동의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 작업 모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까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과 

이것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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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돕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강지흔, 2003). 
더욱이 최근 학교 현장에는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이윤미, 2007).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개인

이 대인관계나 사회적 규준과 질서 등에 있어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개인의 생리적·심리적 욕구

를 저해하는 여려 환경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해가는 과정

으로 볼 수 있다(민영순, 1995). 교육학 사전에서는 적응

을 생활체가 환경에 대해 만족한 관계를 갖는 것(서울대

학교 교육연구소, 1994), 생활체가 자기 자신과 그 환경 

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맺게 되도록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든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교육학사전 편

찬위원회, 1965)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적

응이란 단순하게 한 개인이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

라 개인과 환경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적 상황에서 적응의 개념은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

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

에 있을 때로 정의 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학교적응과 관련된 또 다른 정의를 살펴보면, 정미영

(2007)은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며 접하게 되는 여러 교

과활동이나 학내생활에서의 환경을 아동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변화되어 바람직하게 수용되

고, 교사 및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가 만족스럽게 유지되

는 것을 학교적응이라고 하였다. 주현정(1998)은 학교적

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

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

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가는 것으로 정의내리

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인적, 물

리적 환경 안에서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

교환경과 개인 간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전체적인 과

정으로 볼 수 있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

되고 있다. 임정순(1993)과 유윤희(1994)는 학교적응이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수업, 학교규칙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김용래(1993)는 학교적응을 학교환경적응, 학교

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으로 이루어져 있

다고 하였다. 지성애, 정대현(2006)은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학교적응이 학교생활적

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학교적응에는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요인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에 적응

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측면의 발달이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

적 발달, 그 중에서도 정서를 조절 할 수 있는 정서조절 

능력은 학교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서조절이란 내적 감정 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기간을 조정하는 과정(Thompson, 
1994)이며, 필요할 경우 반응을 지연하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경험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Cole et al., 1994). Calkins(1994)는 정서조절

이 정서적 각성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과정과 책략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서조절을 통해 효과적

인 대인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서조절에는 자아 속에서의 정서 조절인 자기조절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조절인 타인조절이 포함된다. 자기

조절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고 

하는 반면 좋지 않은 기분은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

미한다. 타인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것과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

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행동방식을 조절하

는 것이다(임연진, 2002).
정서조절과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들은 대부분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이 관련되어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정서조절을 포함하는 구인인 정

서지능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

동의 정서지능은 학교적응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정

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적

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학, 최성열, 
2009). 역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정서지능이 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은 하 집단에 속

하는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의 전체 및 하위영역 모두에

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성은, 2003). 
또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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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된 연구

결과(윤지원, 2009)도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조절은 

학교적응의 학업적 적응 및 정의적 적응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최영자, 2008).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정

서표현을 제외한 정서지능의 하위영역과 학교적응간에 

정적인 상관이 발견되었고,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

조절과 정서활용, 그리고 정서인식이 학교적응을 예측하

였다(강은화, 2009).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서 강지흔(2003)은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정서조절 능력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공격성을 매개로 간접적으

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

상으로 부모의 정서표현 및 아동의 정서조절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조사한 이윤미(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등학

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과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이 두 변인이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에서 성차가 있

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즉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

조절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박지숙, 2008; 오희옥 

외, 2007). 그러나 여아와 남아 간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

(강지흔, 2003)도 있어서, 정서조절 능력에서의 성차는 

비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적응에서의 성차

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교적

응을 잘한다는 결과(이윤미, 2007; 이진숙, 2004; 최옥

희, 김용미, 2008)도 있으나 성차가 없다는 결과(윤지원, 
2009; 정미영, 2007)도 있어서 정서조절에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들처럼 일관성이 없었다. 이처럼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성차에 대해 일

관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교현장에

서 아동의 정서조절과 학교적응을 위한 지도 방안을 마

련하는 데 성차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서조

절 능력과 학교적응에서의 성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요약하면 아동의 정서조절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조

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

로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태적 전이’
라 불리는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며, 이 때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면 

이후의 청소년기, 성인기까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다루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정서조절보다는 정서조절을 포함하는 

구인인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과 타인조절 각

각이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세밀하게 다루

지 못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아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서조절의 하위영역인 자기조절 

및 타인조절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

로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에서의 성차를 조사해보고

자 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학교적응과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학교적응이 정서조절의 하

위변인인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

지 조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은 정서

조절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인천 소재 1개 공립 초등학교 1학년 중 

4개 학급 아동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정서조절 능력

과 학교적응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1학년 담임교사 

4명에게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124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22부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연구 대상 아동의 성은 여아가 51.6%(63명). 남아가 

48.4%(59명)이었다. 아동의 성별 분포는 <표 1>에 제시

되어 있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맏이 48.4%(59명), 막내 

32.8%(40명), 외동아이 13.1%(16명), 중간 5.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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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수 Cronbach’ α
자기조절  8 .96
타인조절  9 .90
정서조절 17 .94

<표 2> 정서조절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내적 

합치도
요인 문항 수 Cronbach’ α

학교생활적응 11 .94
학업수행적응 11 .88

또래적응  8 .93
교사적응  5 .87
학교적응 35 .96

<표 3>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내적 

합치도 

순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 75.4% 
(92명), 고졸 19.7%(24명), 대학원 졸업이 4.9%(6명)이
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68.9%(84명), 고졸 30.3% 
(37명), 대학원 졸업이 0.8%(1명)이었다. 아버지의 직업

은 사무직 59.8%(73명), 전문직 13.9%(17명), 생산기능

직 10.7%(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

주부 63.9%(73명), 사무직 15.6%(19명), 전문직 10.7% 
(13명) 순이었다. 

성 빈도(%)
남 59(48.4)
여 63(51.6)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 분포 (N=122)

2. 연구도구

1) 정서조절 척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oleman 
(1995), Saarni(1990), Salovey와 Mayer(1990, 1996)의 

연구를 토대로 이병래(1997)가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의 

4개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과 타인조절 2개 하위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는 정서조절이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로서 자

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

는 선행연구들(임연진, 2002)에 기초한 것이다. 
정서조절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수와 내적 합치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조절 척도의 자기조절 영

역은 8문항, 타인조절 영역은 9문항으로 총 17문항이 연

구에 사용되었다. 자기조절 영역은 ‘화가 났을 때 참을 

줄 안다’, ‘게임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자기를 제일 먼저 

시켜주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타인조절 영역은 ‘친한 친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위로할 줄 안다’, ‘선생님이 화가 나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줄 안다’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을 통합하여 정서조

절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

가 대상 아동을 각 문항별로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

렇다’까지 1점에서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

능한 점수의 범위는 17점에서 8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

의 내적 합치도 α계수는 자기조절 .96, 타인조절 .90, 전
체 .94였다.

2) 학교적응 척도

초등학교 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성애, 정대현(2006)의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

교로 입학한 아동의 특수한 학교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기존의 고학년 위주의 학교적응 척도와 

구별된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적응 척도는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의 4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문항 수는 35이다.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내적합치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영역은 11문항

으로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학업수행적응 영역은 11문항으로 ‘과제를 잘 해

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래적응 영역은 8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친구들이 교과서

나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

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같은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적응 영역은 5문항으로 ‘선생님

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선생님께 인사를 잘

한다’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교사가 

대상 아동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4점까지 4단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

한 점수의 범위는 35점부터 1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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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합

치도 계수 Cronbach α는 학교생활적응 .94, 학업수행적

응 .88, 또래적응 .93, 교사적응 .87, 전체 .96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8년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4개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을 평

가하기 위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학급의 모든 아동에 

대해 일상적 행동 관찰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평정

하도록 하고 3주일 후에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95.8%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을 이

용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파

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또

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이 성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정

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위해 성의 

효과를 통제하고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정서조절 

능력의 하위영역인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이 학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시, 1단계에서는 아동의 성을 투입하

여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는 정서조절의 하위변인인 자기

조절과 타인조절을 투입하였다. 이 때 성은 명목변인이

므로 더미변인(dummy variables)으로 처리(0=남아, 1=
여아)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

기에 앞서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점수의 평균은 3.64(SD=.81)였고 

하위척도인 자기조절 능력의 점수의 평균은 3.94(SD=.78), 
타인조절 능력 점수의 평균은 3.34(SD=1.05)로 나타나 

조사 대상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점수는 중간점수인 3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학교적응 점수는 평균이 3.03(SD=.53)이었다. 

하위척도인 학교생활적응 점수의 평균은 2.80(SD=.61), 
학업수행적응 점수의 평균은 2.95(SD=.74), 또래적응 점

수의 평균은 2.87(SD=.68), 교사적응 점수의 평균은 

2.88(SD=.42)이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 아동의 학교적응 

점수 또한 중간점수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서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정서조절 척도의 두 하위영역 점수들과 그 평균 점수

에 대해 성에 따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에 따른 정서

조절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t값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성

정서조절
남아

(n=59)
여아

(n=63) t값

자기조절
23.32
(7.82)

29.86
(7.65) -4.67***

타인조절
32.80
(7.05)

37.90
(6.06) -4.30***

전체
평균

28.06
(6.50)

33.88
(5.90) -5.17***

(   )안은 표준편차 

***p<.001

<표 4> 정서조절 점수의 성별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N=122)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조절의 두 하위영역인 

자기조절(t=-4.67, p<.001)과 타인조절(t=-4.30, p<.001), 
그리고 전체 평균 점수(t=-5.17, p<.001)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자기조절, 타인조절, 정서조절 평균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적응 점수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적응의 네가지 하위영역 점수들과 그 

평균 점수에 대해 성에 따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에 

따른 학교적응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t값을 제

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적응을 제외한 세 영

역과 전체 평균 점수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적응(t=-6.61, p<.001), 학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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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학교적응

자기조절 타인조절 전체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전체

정서조절

    자기조절 -
    타인조절 .50*** -
    전체 .89*** .84*** -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67*** .66*** .77*** -
    학업수행적응 .25** .70*** .53*** .57*** -
    또래적응 .60*** .82*** .81*** .64*** .68*** -
    교사적응 -.03 .55*** .28** .17+ .54*** .44*** -
    전체 .52*** .85*** .78*** .82*** .89*** .87*** .56*** -
+p<.10, **p<.01, ***p<.001 

<표 6>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간의 부분상관계수(아동의 성 통제) (N=122)

성

학교적응
남아

(n=59)
여아

(n=63) t값

학교생활적응
27.51
(7.90)

36.03
(6.28) -6.61***

학업수행적응
30.17
(6.62)

32.94
(6.85) -2.27*

또래적응
21.42
(5.09)

24.37
(5.37) -3.10**

교사적응
15.95
(3.03)

16.51
(3.25) -.98

전체
평균

23.76
(4.66)

27.46
(4.42) -4.49***

(   )안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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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학교적응 점수의 성별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N=122)

행적응(t=-2.17, p<.05), 또래적응(t=-3.10, p<.01), 그리

고 전체 평균 점수(t=-4.49, p<.001)에서 모두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므로, 여아는 남아에 비해 학교생활적

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그리고 학교적응 평균 점수

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성의 효과를 통제하고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정서조절 및 학교적응 척도의 총점과 하위영역 점

수들간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조절 척도의 

점수와 학교적응 척도의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

(r=.78, p<.001)를 보였다. 즉 아동이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위영역간 상관을 보면, 정서조절 척도의 하

위영역인 자기조절 점수는 학교적응 척도의 교사적응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록 학교생활 전반

(r=.67, p<.001)과 학업수행(r=.25, p<.01) 및 또래관계

(r=.60, p<.001)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

조절의 하위척도인 타인조절 점수는 학교적응 척도의 4
개 하위영역 점수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즉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록 학교생활(r=.66, 
p<.001) 및 학업수행(r=.70, p<.001)에 잘 적응하고 또

래(r=.81, p<.001)와 교사와의 관계(r=.55, p<.001)에서

의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자기조절과 타인조

절이 학교적응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위해 성을 통제하

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다 공선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차한계(tolerance) 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 모두 .50이상으로 중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견

되지 않았다. 1단계에서는 아동의 성을 투입하여 통제하

였으며, 2단계에는 정서조절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

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1단계에서 성은 학교적응 전체 

변량의 14%를 설명해주었다. 2단계에서는 정서조절의 

하위영역인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이 아동의 학교적응 전

체 변량의 63%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

인들 중 아동의 성(β=.38)과 아동의 자기조절(β=.13)과 

타인조절(β=.78) 모두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

었다. 즉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 타인조절 능력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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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1단계
b(β)

2단계
b(β)

   성 14.70(.38)*** 1.73(.04)
   정서조절

       자기조절 .31(.13)*
       타인조절 2.17(.78)***
   R 증가량 .63
   전체 R² .14 .77
   전체 F 20.25*** 132.66***
*p<.05, ***p<.001

<표 7>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적응과 정적 관계로서 자기조절 능력과 타인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아는 남아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할 가능성이 높았다. 
요약하면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기위해 성을 통제

한 다음 정서조절 능력의 자기조절 및 타인조절로 구성

된 회귀분석 모델이 학교적응의 상당 부분(63%)를 설명

해주고 있으며, 아동의 자기조절 및 타인조절 능력과 아

동의 성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이 성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정서조절의 하위영

역인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이 학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는 자기조절과 타인조절, 그
리고 정서조절 전체 평균 점수가 남아보다 높았다. 이러

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나

다는 연구들(오희옥 외, 2007)과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정서조절 능력에 성차가 없다는 연구(강지흔, 2003)와는 

일관되지 않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는 발달심리적 

차원에서 볼 때 여아가 남아보다 성숙이 빠르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

자보다는 여자에게 풍부한 감정이입과 섬세한 감정조절

을 기대하는 사회적 영향(김경회, 황혜정, 1999)에 기인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아동의 학업적응에서는 교사적응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과 학교적응 전체 평균 점수에서 성차가 유의하였다.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

래 적응, 학업생활적응 전체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전반적인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결과

(이윤미, 2007; 이진숙, 2004; 최옥희, 김용미,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성차가 없다는 결과(윤지원, 
2009; 정미영, 2007)와는 일관되지 않는 것이다. 남아와 

여아가 잘 적응하는 학교생활의 하위영역이 각기 다르다

는 연구들(배숙진, 1998; 차유림, 2001)을 고려해 볼 때, 
학교적응에서의 성차는 학교적응을 평가할 때 어떤 척도

를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정
미영, 2007). 윤종옥(1997)에 의하면 여아는 교우관계,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적응을 잘하는 반면 남

아는 특별활동, 인지영역, 학교분위기, 학교환경 등에서 

적응을 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적응 척도를 살

펴보면, 학교생활적응 영역은 주로 학교규칙에 대한 적

응이 주된 내용이며, 학업수행적응은 특별활동과 인지영

역 뿐 아니라 모든 수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에 대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래적응은 또래와

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에서 나타난 성차

는 여아가 교우관계,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적

응을 잘한다는 윤종옥(1997)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

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성차가 나타난 이유를 측정

도구의 특성 때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교사가 많은 학

교 실정을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초등학

교에는 여교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1학년

에는 여교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여아

는 남아에 비해 조용하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특성

이 있으므로 여교사들이 자신과 같은 성이며 가르치기 

쉬운 여아에 대해서, 남아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

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차가 나타났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교사적응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교사적응 

척도의 문항 내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사적

응 척도는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규율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유롭고 솔직한 

성향이 있고, 반면 여아의 경우 관계를 중시하고 친밀성

이 있으며 언어적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두 성 모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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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교사와 관계를 맺고 적응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

로 간주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능

력과 학교적응간의 정적관계를 보고한 이인학, 최성열

(2009)의 연구와 일관된 것이고 정서조절과 학교적응의 

학업적 적응과 정의적 적응과 상관이 있는 것을 발견한 

최영자(2008)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을 잘하는 아동일수

록 학교생활, 학업수행 그리고 또래관계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조절과 교사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타인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그
리고 교사와 또래에 대한 적응을 잘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기조절을 잘하는 아동 즉 자신의 좋은 기분은 유지

하고 좋지 않은 감정은 감소시킬 수 있는 아동은 전반적

인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나 수업

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자기조

절과 교사적응 간의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교사는 성인이므로 자기조절을 잘 못 하는 

아동이 충동이나 분노를 표현하더라도 이를 잘 조절하도

록 교사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반면 자기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분노나 자기 

욕구를 지나치게 표출하게 되면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발

생하여 또래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즉 교사와의 관계에

서는 아동이 정서조절을 잘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또래

관계에서처럼 문제나 갈등이 생길 위험이 없으므로 아동

이 교사에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사

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인 듯하다. 
한편 타인조절을 잘하는 아동 즉 타인의 감정을 조절

하며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인상을 조절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방식을 잘 조절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적응과 학업에 대한 적응, 그리고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관관계에 기초하므로 역으로 해

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 아동

일수록 정서조절을 잘한다고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만일 

아동이 학교생활 전반이나 학업,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에서 부적응을 겪게 되면 이 부적응의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

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성을 통제하고 정서조절의 하위영역인 

자기조절과 타인조절로 구성된 회귀분석 모델이 학교적

응의 63%를 설명해주었다. 아울러 자기조절과 타인조절, 
그리고 아동의 성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요인이었다. 정서조절의 두 하위요인인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이 학교적응을 예측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조

절이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강은

화, 2009; 강지흔, 2003; 이윤미, 2007)와 일관된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

절하는 능력이 학교에서 아동이 잘 적응하는데 매우 중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남아보다는 

여아가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

사하였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은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아동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

기 위해서는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

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학교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할 가능성이 높

았으며, 정서조절 능력과 교사적응을 제외한 학교적응에

서 여아가 남아보다 우수한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 발견

된 성차 역시 학교적응을 위한 지도 방안에 반영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 지역

의 아동만을 표집하였으므로 추후에는 더 많은 지역의 

아동을 표집하고 좀 더 큰 표집을 이용해서 연구해 볼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

으로 아동의 내적 능력인 정서조절만을 다루었으나 추후 

연구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정서표현 등 부모변인도 포

함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학교적응과 

정서조절 모두 교사의 평정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 추

후 연구에서는 아동 면접, 또래 평가, 관찰, 과목별 성적 

등에 기초한 다각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 타인조

절 능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아냄으로써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

는 중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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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은 

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정서조절

을 잘하며, 교사적응을 제외한 학교 적응을 잘하는 경향

이 있다. 둘째, 정서조절을 잘하는 아동일수록 전반적으

로 학교 적응을 잘한다. 자기조절을 잘하는 아동은 학교

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을 잘하며, 타인조절을 

잘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정서조절의 자기

조절 및 타인조절 능력과 아동의 성은 학교적응을 유의

하게 예측한다.

주제어 : 학교적응, 정서조절 능력, 아동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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